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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2012년 식량안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해외농업개
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독려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곡
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식품의 원료나 가축 사료 공급이 어려워져 국
내 관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분의 곡물
수입을 몇몇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내 관련 시장의 안정화와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측면과 공공 부분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목
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나라의 해외농업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정부의 제2차 종합계
획 수립 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 특히 해외농업 분야 투자의 특
성상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물적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
에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장기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국 관계자와 해외출장
시 도움을 준 정부 및 방문기관 관계자, 세미나 및 방문조사 시 도움을 준 민간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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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국제곡물가격이 2007∼2008년과 2011∼2012년 급등하여 곡물공급정책
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까지 국내곡물 소비량의 35%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진출국의 유통 및 물류 인프라의 열악한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곡물 반입량은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해외곡물유
통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 해외농업개발 목표를 국내소비량의 10%(’18년까지 138만
톤) 반입 수준으로 낮춤.
○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대비
곡물 반입량이 낮아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등 지원제도 및 전략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진출 대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운
영 실태를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여 추진과제별 개선 방
안을 제시하며, 해외농업개발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및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그동안 진행된 해외농업개발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1) 해외
농업개발 현황/성과 및 개선 방안, 2) 해외농업투자의 유형과 국제적 의
미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 유관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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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외농업 분야 민간기업 해외진출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2016년 농경
연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권역별 농업 부
문 진출 세부 현황과 그 시사점을 제시함.
○ 주요 진출대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관련 지원 정책에 관한 정책문서 등
을 검토하여 권역별·국별 농업 부문 개발 수요를 분석함.
○ 일본, 중국, 중동 등 해외농업 부문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 사례를 통해 우
리나라의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함.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시사점
○ 민간 업체가 해외농업에 투자하기 위해 진출한 국가는 29개국(169개 기
업)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포함, 동남아시아, 러시아(극동), 중앙아시아, 그
리고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등 다양하게 분포함.
○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개발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카사바, 망고, 옥수수,
커피, 캐슈너트, 콩, 바나나, 팜오일 등 다양함. 이는 진출기업들이 수익성
유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품목 전환 및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은 해외진출 농산업체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품목 선정, 생산과 더불어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극동러시아에서 진출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으로, 종합계획에 맞는 품목을 생산 중임. 그러나 현재까지 생산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으며 유통과의 연계는 미미함. 현지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주로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한 부분으로, 특히 건조·
보관·가공·운송 등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출전
략상 유통 부문에서의 지원이 개선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CIS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은 미미한 수준임. 이 지역은 대체로 농
업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
건 등 농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지님. 향후 국별 농업 여건에 맞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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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가치사슬 단계의 선택 등 선별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각국의 정
책적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우
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추진(2012∼2016) 시사점
○ 종합계획의 성과는 대부분 극동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북아
1개국과 동남아 2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두보 확보 후 확산 및
규모화 단계를 거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단계별 계획은 아직까지 교두
보 단계에 머물러 현재로서는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2017년부터 해외농업개발의 목표가 국내반입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서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국내반입을 위한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음.
○ 정부의 제1차 종합계획(2012∼2021) 추진과제가 실제 융자금 집행 실적
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수단은 융자금
이 대표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융자 지원 방안 간의 연계가 부
족하여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은 융
자 집행규정을 개선하여 세부 추진과제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 해외농업개발 정책 및 사례
○ 일본은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전략’을 통해, 진출 대상국 농식품산업 부문
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시스템적인 진출전략을 추진 중임. 일본이 산학관
연계 추진, 경제협력 관계 활용, 현지 적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채널과
자체적인 강점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진출 대상국의 농업 여건에 맞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 수립에도 참고할 만함.
○ 중국은 2014년부터 해외의 주요 곡물기업이나 식품기업을 활발히 인수하
고 있음. 특히 중국 내 중산층의 증가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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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됨. 즉 중국기업들이 단순히 국내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풍부한
자금력을 토대로 글로벌 식품기업을 인수하는 증 식품 분야까지 그 진출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중동 국가의 국영기업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해외농업에 진출하고 있으
며,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농업에 투자함. 이 2개 목
표는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여러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특히 중동
국가 정부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협력을 통한 자국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둠. 이 국가들은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금을 제공하고 국영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기를 권장함.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전략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분야 진출은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 측면에서 확
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기업의 진출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비
롯하여 비료 및 농약을 포함한 기자재, 농기계, 수확 후 관리 시설 및 기술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과 특정 작목의 가치사슬 전반이 포함되어야 함.
- 정부는 민간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법적 근거가 되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
법｣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공적인 개념의 식량안보 강화와 민간기
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구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공적 의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식량안보 강
화 및 자급률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
특히 국내반입 또는 안정적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
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농업 관련 공기업의 역량을 고려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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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선물시장이나 국제곡물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 기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함.
○ 정부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해외농업개발은 ｢해외농업개발법｣과 연계한 특
정 품목군(곡물, 바이오에너지 원료 농산물 등)과 고소득 작물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 지역 육성을 통한 선택과 집중기조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시아 권역과 우크라이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대상국이기 때
문에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함. 극동러시아는 ODA 대상지역
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 지원은 불가능하나 정부의 지원을 통한 ‘영농지
원센터’의 역할 강화, 공동 곡물저장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곡물에 특화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함.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 지원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농지원센터’의 신규 개설을 통해 추진하고, 대상국별 현지 KOPIA
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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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는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 융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임. 더
불어 진출기업의 수요가 고려된 보조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기
업이 효과적으로 보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 등 해외농업개발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야 함. 특히 해외
농업개발 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은 대
상사업, 지원 대상 등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 융자 및 보조제도 등과 연
계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판매,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한 노하우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관련 지원 방안 및 지
원 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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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ackground of Research
As international grain prices skyrocketed in 2007~2008 and 2011~2012, the necessity of reconsideration of grain supply structure has been raised, and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food security through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re continuing.
Originally 35% of domestic grain consumption was targeted to be procured from
abroad by 2021. However, grain imports from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were way below the target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lack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ies in which investment was made.
Therefore, the government reflected the current status and reduced the carry-in target
from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to 10% of domestic consumption (to 1.38
million tons by 2018). Although the number of enterprises making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is increasing, the government's strategy to suppor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been limited due to the fact that the carry-in of grain from
those countries was low, and the budget for loans and subsidies for the enterprises
was continuously reduced.
In this contex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of the target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 new strategy for the 2nd phase of the comprehensive plan on the
Korea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supporting measures are suggested. In
addition, a way to utilize ODA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elated action plans are introduced.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o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1) outline of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performance by Korean enterprises and 2) types of overseas agricultural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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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and their international significance. Secondly,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Korean entities, the statistics of the companies’ economic activities are analyz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those companies in 2016 by KREI were analyzed.
The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related supporting policies of major target countries were compared to each other after deriving their development
need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urthermore,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such as Japan, China, the Middle East are review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establishing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of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Kore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169 Korean companies have entered into 29
countries in various regions including Central an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Central Asia, Southeast Asia, Russia (Far East), Africa and Oceania. For example,
the agricultural products that were invested in Southeast Asia include cassava, mango, corn, coffee, cashew nuts, beans, bananas, and palm oil. This shows that the entrants tried to convert and diversify business items to maintain profitability and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their business. In other words, the 2nd phas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Korea’s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needs to consider related
supportive programs including high-value-added items, related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promotio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that encompasses its whole value
chain.
Most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1st comprehensive plan of suppor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were achieved i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Russia's Far East, Indonesia and Cambodia). Since 2017, the targets of
Korea’s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shifted from strengthening food security to supporting agro-businesses’ extension to overseas, particularly supporting
private enterprises.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y for the first phase of the comprehensive plan
(2012-2021)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ts actual implementation were
not properly connected and coordinated. As there was a lack of linkage between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s and supporting measures (with financing), the second phase of the comprehensive plan needs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the components of detailed projects and the government’s loan related regulations.
In that sense, there are some aspec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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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for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irstly, the private sector's entry into the overseas agriculture sector
should be promoted thoroughly to strengthen Korea’s agriculture industry.
Particularly, when the entry of private enterprises i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entire value chain of target countries’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be analyzed, includ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machinery,
post-harvest management and technology, and input. In particular, both governments
need to try to reduce the uncertainties and risk factors that concern private companies through support policies.
In the future, the structur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needs to
be divided into public projects to strengthen the food security of the nation and
agro-business extension that supports the profit generation of the private enterprises
so as to comply with the purpose and the definition of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law of Korea. In the public sens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pursued in the long run with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national
food security and self-reli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competence of the agricultural public corporation of Korea,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ublic sector which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dynamics of
the futures market and/or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Considering the size of government support and its inherent budget limitatio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needs to focus on certain areas by selecting and
concentrating on specific items (grain, bio-energy, raw materials, etc.) and/or high-income crops thereof. Concerning technical support for Korean companies,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support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promo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Agricultural Support Centers”, which can be promoted as a subsidy project, and through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KOPIA centers in each countr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revitalization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expanding recipient groups to be supported and financed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improve the condition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he details of the subsidy program should be restructured
considering the demands of private companies with willingness to invest in the overseas agriculture sector.
In order to carry out the proposals and action plans proposed in this study, the
support system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such 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particular,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should expand the scope of its target business so that the purpose of the strategy can be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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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ved effectively. As the scop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s expanded, the demand for know-how and technologies for various fields such as production, post-harvest management, distribution, sales, and manage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will increase. Therefore, the existing system of technology support
needs to be restructu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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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순수입국으
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식량자급률 감소로 인한 문제를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2000년대 초부터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이 2007∼2008년과 2011∼2012년 급등하여 곡
물공급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강
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하여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5조
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이하 종합계획)”을 공표하고 농
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종합계획”을 통하여 2021년까지 국내곡물 소비
량의 35%를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진출국의 열악한 유통 및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목표 대비 곡물
반입량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해외곡물유통사업은 철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 해외농업개발 후 반입
량 목표를 국내소비량의 10%(’18년까지 138만 톤)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였으
나 이 마저도 현지 여건상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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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 등의 농산물을 최대한 반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융자
및 보조금의 확대와 투자펀드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해외농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투
자하기에는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프라 구축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
계 추진하고 곡물의 실수요업체에게 TRQ 물량을 배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이대섭 외 2016: 2).
하지만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활용은 구체적
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TRQ 물량 또한 1만 톤
수준으로 배정되어 해외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의 목표인 국내소비량의 10% 국내반입은 진출대상
국의 곡물유통과 물류 인프라 및 농업정책, 기자재 조달 체계, 판매망 등의 현
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해외농업
개발을 위해 진출하고자 정부에 등록한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조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
어1 현실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전략을 개편할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이대섭 외 2016: 2).
한편, 정부는 법령에 따라 2017년까지 제2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8∼
2027)”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내외 여건 변화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현지 특성에 적합한 추진전략이 포함되어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은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농업투자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연
계 추진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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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내반입량은 5,000∼1만 톤 수준, 진출기업 수는 2013년 106개 기업에서 2016년 163
개 기업으로 증가하였고, 융자사업 예산은 2013년 300억 원에서 2017년 126억 원으로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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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1) 진출 대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우리 정부의 해외농
업개발 정책 성과 및 권역별 우리 기업 운영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정부 지원 정
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2)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그 추진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
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별, 권역
별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권역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진출대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발
수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권역별 진출기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
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비교하여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일본, 중국, 중동 등 주요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전략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외
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해
외농업개발 목표, 전략, 추진과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국한하
며, 연구 대상 권역은 동남아시아, 극동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미와 북미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는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통한 식량안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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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최근 국제곡물시장 진입 및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
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중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 해외농업개발 일반 현황, 과제 및 개
선 방안, 2) 권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성과와 시사점, 3) 해외농업개발 정책의
성과 평가, 성공 모델 수립 및 개선 방안, 4) 해외농업투자의 유형과 대상국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5) 해외농업투자의 국제적 의미와 규범 정립 등 5개 형태
의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4.1. 해외농업개발 일반 현황, 과제 및 개선 방안
권태진 외(2010)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구축을 포함한 종자와 농
기계 등의 연관 산업에는 민간기업이 진출하고, 정부는 해당 산업 발전에 필요
한 인프라나 기술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도입
을 제시하고 있다. 민·관 협력 형태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로는 농장개발,
계약재배, 농산물 건조 및 저장시설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진출사업에는 비료, 종자, 농약 제조시설이나 대리점, 농기계 사후서비스센터
운영, 미곡종합처리장과 사료 공장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사업으
로는 농업 기술 전수와 지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완수 외(2012)는 해외농업개발 현황과 진출지역에서의 생산 활동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생산과 수입 동향, 세계 주요 곡물의
수확면적과 생산량 자료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진출 현황과 성
과를 권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진출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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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관계와 해외농산물 도입 시 유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지적
하였으며, 향후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증진을 위하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농
업협력사업과의 연계 확대를 제안하였다.
김용택(2013)은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제약요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해외
농업개발협회 및 기타 해외농업개발 관련 문헌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
립, 기업 핵심 역량 강화, 차별화된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사업 운영 현지화
등 민간기업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정부의 융자
규모 확대, 세제 혜택, 손실 보전 등의 제도적 지원 확대, 민·관 파트너십 강화
를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한호(2013)는 해외농업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확
보되는 곡물을 비상시 해상 운송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
과로 지역별(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대표국가와 한국 간
곡물 해상운송 견적에 기초한 지역별 운송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박종민(2014)은 한국의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체계 및 해외농업 진
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곡물의 순수입국으로서 외부 영향에 취약한 점을
들어 해외농업개발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의 한 방
편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강조하였다. `
김용진 외(2016)는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향
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농업 진출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
형별 성공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업 운영 행태
는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해외
농업개발의 문제점으로 1) 인프라 미흡, 2) 곡물 중심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의
어려움, 3) 단독 투자 형태의 진출, 4) 복잡한 농산물 반입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방향으로 1) 효과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 2) 해외농업 진출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3)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해외농업에 특화된 농업 기술 지원 체계 구축, 5)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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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6) 외교적 지원 노력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임정빈(2016)은 해외농업개발의 투자 성격을 고려하면 해외농산물의 유통과
정에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주요 주체가 되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정부는 제도적
지원과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진출대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봉훈 외(2016)는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 인프라 사업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
고,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업개발은 기존 일반 ODA 사업에 비하여
사업의 재무 타당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발도상
국은 대체로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취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농업 부문의 개발 또는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여건이나 인프라가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며, 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려면 사업 대상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이 수
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개발 및 투자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여건이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ODA 사업
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현순(2016)은 해외영농에 있어 재배작물 선택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특
히 작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조건을 제시하였다. 작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 1)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 2)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작물 선정, 3) 경제성을 고려한 작물의 시장성, 4)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작부체계(토지이용성 증대 방안) 도입이 가능한 작물 등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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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권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성과와 시사점
테일러·하워드(Taylor & Howard 2005)는 미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농업개발원조와 연계한 해외농업투자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개발협력 관계기관의 예산과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가나,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의 아프리카 농업 원조 단계와 추세를 분석한 뒤, 4개국 농업 발전에 미친 영향
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농업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성원용(2010)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 지역 농업투자의 의미와 성과를 분
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극동 지역 농업
개발의 배경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현지 분석 자료와 국내 연해주 관
련 문헌 연구를 토대로 농업개발 현황을 조사하여 극동 지역 농업투자의 문제
점과 남-북-러 삼각 농업협력,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동원(2015)은 연해주 농업의 제반 환경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
해주 지역 농업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해주 진출 전 사전적으로 진출 목
적, 중장기 계획, 정보 분석, 영농조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진출
후에는 1) 연해주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 2) 직접적인 영농자금 집행(위탁
이 아닌 직접 농장 운영), 3) 농장의 영농시스템 파악, 4) 철저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해주에서 조방농업에 성공한 사례로 ‘아로-프리모리
에’를 소개하였고, 성공요인은 1) 직접적 농장경영권의 확보, 2) 노동자들과 접
촉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 3) 직거래를 통한 부자재 구입비 절감, 4) 현지
영농조건 이해를 통한 적기파종과 적기수확, 5) 곡물 관리 체계의 개선, 6) 자
체감사 실시 등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농산업 진출 가능 분야로 농기계 제조/
판매업, 비료 제조업, 현대식 사일로 건설업 등을 제시하였다.
스쿤스 외(Scoones et al. 2016)는 중국과 브라질의 아프리카 지역 해외농업
개발의 추세와 영향,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두 나라의
아프리카 해외농업개발 추진 시 주요 특징은 농업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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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국가와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연구는 브라질과 중국이 해외농업개발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아프리카 농
업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남남협력’ 상호 연대
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원조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국가 간 연계와 파트너십
강화가 신흥국의 아프리카 해외농업개발의 중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조,
투자, 교역, 외교가 어우러진 형태로 아프리카 농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4.3. 해외농업개발 정책 평가, 성공 모델 수립 및 개선 방안
김용택 외(2010)는 농림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과 공적개발원조(ODA) 실태와 개선과제,
해외농업개발 모델과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제안사항은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전략 추진과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해외농업개발의 전반적인 진출전략 등이다.
이대섭 외(2016)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검
토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방문조사, 설문조사, 전문
가 인터뷰 등을 통해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융자금 신청을 위한 담보제공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해외농
업개발 지원전략은 금융지원 예산 삭감, 비현실적 목표치 설정, 인력양성 및 정
보제공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의 부재라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개선과제로 1) 안정적 융자금 지원 체계 구축 및 융자규
모 확대, 2) 심층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3)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 4)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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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외농업투자의 유형과 대상국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가우·스위넨(Gow & Swinnen 1998)은 중유럽 및 동유럽국가의 농업체제 전환기
에 해외농업투자가 당사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외농업투자가 투자
대상 국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보면, 투자업체는 1)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2) 물품 수매 조건의 개선, 3) 기술/경영/조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산물 가공업 부문에
있어 경제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농업 전후방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세부 요인은 1) 정당한 계약 체결, 2) 합리적 가격 제시 및 거래 즉시
대금 지불, 3) 역량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4) 생산자와의 장기계약,
5) 신규 투자 및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튤라·베르묄렌(Cotula & Vermeulen 2009)은 식량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국
제식량위기 하에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지
확보를 검토하고, 대규모 해외농지 확보로 발생되는 개도국 환경 파괴, 권리 및
주권 침해, 농촌 주민 생계 위협, 개발로 인한 이권충돌 등은 논쟁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해외농
업개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토지 거래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이 개도국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되 정치적 긴장을 악화
시키지 않도록 하는 농업투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맥넬리스(McNellis 2009)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대한 해외의 민간투자가 확
대 추세인 것에 착안하여 그 특성과 투자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투자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이윤 증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부펀드 투자자는 대규모 토지 확
보가 동반되는 국가와의 투자협정 체결에 의한 투자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시중
은행과의 합자를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 관련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소규모 농업을 지원하는 소액금융(microfinance) 기
관에 대한 메이저 금융권의 투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투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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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1) 일자리 창출, 2) 기술 이전, 3) 민간의 노하우 전수 및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소개, 4)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제고, 5) 경제적 연계와 투명성 확대 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 투자 시 1) 독점의 형성, 2) 투기에 의한 시장 왜곡,
3) 지역 사업체 조직 기반의 약화, 4) 지역 농민의 이탈, 5) 지역 식량안보 훼손,
6) 지역 자연 자원의 남용, 7) 사회 불안정성 증가의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매킨도·콜더(McIndoe-Calder 2012)는 소규모 농가의 식량작물, 환금작물, 가
축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 농업투자 모델을 검토하였다. 특히 아일랜드 사례
검토를 통해,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투자와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
산물 생산 과정에서 소농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농업투자 모델을 평가
하고 개발도상국 농업투자와 관련한 정책 환경을 검토함으로써 아일랜드가 개
도국 농업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호이메서·슈미트(Heumesser & Schmid 2012)는 개발도상국 농업 부문에 대
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검토하고 다국적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참여
가 발생시킨 사회경제적 이익을 추적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개도국 정부가 농
업개발전략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유치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
로부터 긍정적인 효과와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칼슨(Karlsson 2014)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 농업투자 기회와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농업투자는 기아와 빈곤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정부와 공여기관의 공공투자와 새롭게 도입되는 국내
외 정책, 규제, 인센티브는 가치사슬에 관여하는 소규모 농가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저축을 독려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은 일자리
창출, 가치사슬 및 인프라 개발, 국제무역시장 접근성 확대, 신기술 및 사업 모델
도입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농업투자가 개도국에 주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감시 없이는 사회, 경제, 환경,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 및 이용권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프로젝트 이행 지연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소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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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농업투자의 국제적 의미와 규범 정립
허장 외(2009)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자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식량자
급률을 높이는 전략의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농업개발
자원의 반입 가능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국제적 수입 관련 규범에 비추어 검토
하였으며, 수출규제 관련 국제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국내외 관
련기관의 국가별 자료 검토와 현지 진출 농업기업인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통
하여, 특혜 부여 가능 여부, 보조금 지급 방안, 정부조달 가능성, 수입 관련 국
제규범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리버시지(Liversage 2010)는 토지수탈과 관련한 비판을 포함하는,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투자자의 농지 획득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소유 및 이용권 제한이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탈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
회에서 추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한 후, 소농의 발전과 책임 있는 투자를 담보하는
데에는 결국 개도국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CFS(2014)는 식량 및 영양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단위의 식량작물 확보 권
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0가지 투자 원칙을
제정·발표하였다. 책임 있는 투자는 소농과 소외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식품산업 전 과정(생산, 가공, 마케팅, 유
통, 소비 등)에 대한 투자 시 성평등, 청년 지원 여부, 토지 소유권, 식수 및 용
수 접근성, 천연자원 및 문화유산 보존, 식품안전 등의 의제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정부 간 기구, 공여국 및 금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소농 및 조직체, 농기업, 시민사회조직,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이 원칙을 참고하고 준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폴락 외(Polack et al. 2014)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공적 영역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별로 다양한 층위의 정치적 공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투자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 전략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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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방안으로, 국가 간 투자 협정에 대한 이해
확대, 토지 확보 관련법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인권법의 활용, 농업투자 계약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국제규범/기준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4.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된 국내 문헌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1) 정보 부족, 2) 획일화된 진출 분야 선정, 3)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
강화 필요, 4) 민·관 협력 연계 부재, 5) 반입을 위한 대상국 여건 부족 등이다.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비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분야 선정으로 발생하
는 동남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나
현지의 기후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작물(축종)을 다양화하거나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을 현지에
진출시키는 등의 개선 방안은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대상
국의 전후방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유·무상
ODA 사업과의 연계 혹은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부 해소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강화나 이윤 창출 측면에서 효과
적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의
수립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선행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특정 작물에 집중하는 산업화 단지 조성을
통한 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ODA 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 추진, 정
부의 지원 체계 내실화 및 지원 확대, 권역별 농업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에
기초하여 삼각협력 또는 민·관 협력 등의 형태로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할 필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문헌은 해외농업개발 주체의 성격/규모 및 현지에 대한 이해, 대상국의
준비 정도, 지역민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 수익 창출 가능성이 다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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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 대상국(혹은 대상 업체)과의 원만한 투자 협정(혹은
계약) 체결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지 사회/정치/경제/경영 환경
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지 주민의 복지와 고용 기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국에게는 1) 일자리 창출, 2) 기술의
발전, 3) 품질 향상, 4)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공통적 목표와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부가적 목표(외화 확보 등)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은 기업 이윤 창출 및 개발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대상국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상생의 목적이 상존하기 때문에 투자
와 개발협력의 연계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이 주를 이룬다. 특히 선행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지원전략의 재설정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권역별 농업 여건
을 고려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기존 설문
조사 결과 활용, 그리고 위탁연구 등이다.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의 주요 실적보고서 및 정책자료, 해외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현지조사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국제곡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였고, 중국은 농업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학계 전문가 방문조사를 통한 중국의 국제곡물 사업 추진 동향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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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기존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사전조사 성격을 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이대섭 외 2016)”의 일환으로 확
보된 자료이며, 조사 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여 권역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또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외농
업개발 민간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차별화된 정보수집 가능성이 매우 낮아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2016년 추진된 과제에서 활용하지 않은 정보를 중심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리하
여 본문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동 및 남미와 CIS의 해외농업개발
개요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위탁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중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 일부 활용하였다. 남미와 관련된 위탁연구 결과는
대부분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CIS 국가에 대한 위탁연구(CIS 국가의 경제와 농
업현황) 결과는 제2장의 권역별 정책 현황 분석에 일부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
구 내용과 방법은 <그림 1-1>의 연구 추진체계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해외농업개발 현황과 개선과제

1.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개요

정부는 2007/2008년과 2011/2012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수립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2년 “해외
농업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은 해외농업개
발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옥수수, 콩, 밀 등 주
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종합계획은 민간에 의한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aT와 민간기업 간 곡물유통법
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곡물유통망 구축 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종합계획은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를 목표로 1) 지역별·국
가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2)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3) 세계 식량안보 차원의 상생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이
주요 전략으로 설정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추진과제는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2) 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 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
조 강화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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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은 1) 중점진출지역 선정, 권역별·단계별 진출 방안, 2) 유통형기업
지원 강화, 국내 실수요업체 참여 유도, 곡물 품질 제고, 비상시 반입 매뉴얼
마련, 3) 정부 지원 다각화,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민·관 협력 진출, 4) 투
자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5)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전략은 해외농업개
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위주로 중점진출지역(5개
권역 13개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권역별 진출전략과 단계별 진출전략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권역별 진출전략은 1) 동남
아: 소규모 농장 개발 진출, 2) 동북아: 대규모 농장 개발, 축산, 식품산업, 유통
분야 진출, 3) 동유럽: 제분업체 등 실수요 기업과 연계한 저장, 유통 분야 기업
진출과 다자 간, 양자 간 외교협력 추진, 4) 남미: 유통기업 진출, 현지 진출 종
합상사 및 해운사 투자 확대, 5) 북미: 곡물 메이저 기업과의 협력, 모델화 등이
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더불어 단계별 진출전략은 1) 교두보 확보, 2) 확산
및 규모화, 3) 경쟁력 확보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는 자금 지원 범위 확대, 수입권 공매제도
활용 등 국내반입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반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육성은 자금 지원 대상품목 확대,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 우
수기업 대상 특별 융자 지원, 전·후방 연관 산업 동반진출 독려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이대섭 외 2016).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전략은 정책조사와 기업 진출 사전타당성조
사를 지원하고, 해외농업개발협회 산하 ‘해외농업개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 해외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대섭 외 2016). 또한 해외
농업개발심의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영농지원센터(연해주) 등의 기구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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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전략은 농업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
해 다자 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협력관계 강
화와 수출국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표 2-1>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점 진출지역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권역별 진출전략
단계별 진출전략
유통형기업 지원 강화

2.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 유도
해외농업기업 생산 곡물의 품질 제고
곡물수급 비상상황 시 해외곡물 국내반입 매뉴얼 마련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3. 해외농업개발 기업육성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민·관 협력 진출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해외농업투자환경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토대로 재구성.

2. 해외농업개발 현황

민간업체가 해외농업에 투자하기 위해 진출한 국가는 29개국(169개 기업)으
로 북미와 중남미를 포함, 동남아시아, 러시아(극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오세
아니아와 아프리카 등 다양하다. 대부분 곡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작물과 열대과일, 카사바와 팜유와 같은 유지작물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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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권역별 해외농업개발 진출 현황(2016년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동남아시아 지역은 8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캄보
디아(29개), 인도네시아(20개), 필리핀(13개), 라오스(10개), 베트남(10개), 미얀
마(1개) 등 6개 국가가 전체 진출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해외농업자
원개발협회 홈페이지 www.oads.or.kr: 2017. 10. 13.; 이대섭 외 2017). 이 지역
에서는 주로 카사바, 옥수수, 대두,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있
다. 러시아, 특히 극동러시아는 13개의 기업이 등록되었으며, 연해주 지역을 중
심으로 콩, 옥수수, 밀과 같은 곡물의 대규모 생산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몽골,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11개, 16개, 6개, 6개, 3개 기
업이 등록되었고, 곡물을 비롯하여 유채 등의 조사료와 시설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개발된 총면적은 7만 6,726ha이다. 그중 동남아
시아가 4만 9,622ha로 전체 개발면적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극동러시아
가 2만 4,795ha로 32%를 차지하여 두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로 대부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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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권역별 농지 개발면적(2016년 12월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현지에서 확보한 생산량은 총 43만 톤(2016년 기준) 수
준이며, 동남아시아가 약 34만 5,000톤으로 81%, 극동러시아가 6만 7,000톤으
로 16%를 차지하여 두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2-2> 권역별 확보량 및 반입 현황(2016년 12월)
사업권역

사업 현지 확보량(톤)

러시아

반입 실적(톤)
66,983

9,643

중국

7

-

몽골

771

40

동남아시아

345,152

18,052

중앙아시아

653

-

남미

1,112

-

126

-

11,337

-

426,141

27,735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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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내반입 실적은 총 2만 7,735톤이며, 동남아시아 권역이 1만 8,052
톤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9,643톤, 몽골이 40톤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
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농산물의 국내반입 비중은 약 6.5%이다.
권역별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등록기업 대비 약 27%인 46
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개
발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의 결과로
실적 파악이 어려운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기업 수는 다를 수 있다.
<표 2-3>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수 대비 실제 운영기업 수
국가

개발면적(ha)
’15 실적

운영기업 수
/총 신고기업 수, (%)

’16 실적

총계

73,552

76,726

46/167(27.5)*

러시아

22,923

24,795

9/13(69.2)

중국

24

97

4/24(16.7)

몽골

3,890

1,035

4/11(36.4)

동남아시아

45,124

49,622

17/88(19.3)

중앙아시아

466

371

5/16(31.3)

남미

778

597

3/6(50.0)

오세아니아

100

120

1/3(33.3)

아프리카

247

89

3/6(50.0)

주*: 중복기업수 고려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oads.or.ke/oversea-present: 2017.10.23.) 및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b, 한국농어촌공사 2017)를 토대로 재구성.

러시아에서는 13개 기업이 정부에 신고·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기업은 8개 기업으로 69% 수준이며, 이 중 상생복지회,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아로프리모리에, 셀트리온 등 5개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이대섭 외 2016). 동남아시아에서는 88개 기업이 정부에 신고·등록되었지
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17개로 약 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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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정책 여건 및 진출기업 운영 실태

본 절에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농업투자를 위해
진출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그 동안 투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향
후 잠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권역을 선정하여 각각의 농업투자 여건과 정책 현
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전체 진출 업체의 절반이 넘는 동남아시아 권역은 10개
이상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5개 국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
트남)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잠재 개발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CIS 권역 중 2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4개 국가(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와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지만 잠재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1개 국
가(카자흐스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본 절은 진출 대상국의
농업개발 정책과 우리 정부의 권역별 진출 지원 정책, 그리고 민간기업의 진출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1. 동남아시아
3.1.1. 캄보디아
가. 정책 여건
□ 주요 농산업 개발 정책
캄보디아는 국가 발전전략인 ‘제3차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III)’
을 통해 농업을 4대 주요 전략(농업 진흥, 인프라 정비 및 신설, 민간 부문 개발
및 고용 개선, 인적 역량 개발)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캄보디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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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2015년 발표한 ‘농업 부문 개발전략 2014∼2018(Agricultural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Kingdom of Cambodia 2015)은 농업
성장률 연 5%라는 가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1) 농업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의 증진, 2) 축산 생산 및 가축 위생·보건 증진, 3) 제도적 역량 강화, 효
과적 지원 서비스 증대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특
히 주목할 부분은, 주요 관심 농산품목으로 유기농쌀 및 향미쌀(fragrant rice)을
비롯하여 고무, 캐슈너트, 옥수수, 콩, 깨, 후추, 과일, 커피, 야채류, 화훼 등 고
부가가치 농산물을 선정하고 그 생산과 수출의 확대를 전략 부문으로 지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Kingdom of Cambodia 2015).
캄보디아의 농산업 개발 관련 주요 실행전략은 ‘농업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
의 증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과제로 농업 기술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현장 기술지도사들의 역량 강화와 기술지도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
으며, 수확 후 관리 기술의 보급, 계약 재배 시스템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
산/유통 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생산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단위의 중소 농가
에 대한 상업 작물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농업
가치사슬 참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농가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Kingdom of Cambodia 2015).
□ 농산업 개발 수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쌀 생산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을 통한 쌀 생산성 증가와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
도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캄보디아 정부는 2009
∼2013년 기간 동안 시장 수요 및 현지 기후에 적합한 품종 10종을 개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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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였고, 쌀 종자, 비료, 기타 관련 투입재 및 기자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이전이나 연구 개발(R&D)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의 결과, 캄보디아 쌀 수출은 2009년 1만
2,610톤에서 2014년 38만 7,000톤으로 급증하였고(Kingdom of Cambodia
2015), 투자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쌀 증산에 필요한 물 펌프, 우물을 파
기 위한 천공기, 트랙터, 경작용 도구, 도정기, 건조기, 비료, 농약, 종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
한편 상업용 작물인 카사바와 사탕수수 재배 면적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2009년 16만 ha의 경지에서 재배되던 카사바는 2013년 약 42만 ha로 확대되었
으며, 사탕수수의 경우 2009년 약 1만 3,500ha에서 2013년 2만 3,800ha로 증가
하였다. 카사바 및 사탕수수와 더불어 고수확 품종 쌀, 옥수수 등의 개발 잠재력
이 풍부하며, 카사바와 사탕수수 관련 일부 투자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3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의 ‘농업 부문 개발전략 2014∼2018’은 5개 정책 프로그램
과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역량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
면 주로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생산기술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Kingdom of Cambodia 2015).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체계와 정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행해지는 해외투자유치사업은
1994년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을 근거로 설립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의하여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CDC는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체로, 해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4

2

3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xport.gov/article?id=Cambodia-Agricultural-Sector, 검색일: 2017.10.20.).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xport.gov/article?id=Cambodia-Agricultural-Sector, 검색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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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캄보디아는 해외농업개발기업이 진출한 29개국(총 169개 기업 진출) 중 가
장 많은 30개 기업이 등록된 국가이다. 실제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은 총 1만
2,931ha에서 21만 8,95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1만 5,182톤을 국내로 반
입하였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은 <표 2-4>와 같다. 캄보디아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카사바,
대두, 망고, 후추, 묘목, 참깨, 두리안, 포도 등이다. 2016년 11월에 추진된 캄보
디아 현지조사 결과5에 따르면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을 재배하였던 기업
들은 현재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망고 등 열대과일로 작목을
변경하고 있으며, 과일 가공산업까지 확장하고자 한다<표 2-5>.
<표 2-4>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4

5

사업자

대상 자원

이금선

두리안, 포도 등

에이퍼플

사료용 옥수수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콩

코지드

옥수수, 타피오카칩 등

김태균

벼, 콩

상원축산

돼지

MH 에탄올

카사바

김포포크

양돈 및 사료작물

성문

카사바, 옥수수

농산유통

카사바, 옥수수, 콩

캄보디아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cambodiainvestment.gov.kh, 검색일: 2017.10.30.), 한국무
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nationKnow/cambodia/invest/index.html, 검색일: 2017.10.
30.),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KH/law/18125,
검색일: 2017.10.30.)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6년 11월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캄보디아 진출기업 현지조사 시 성문, MH 에탄올, 에
이퍼플, 현대종합상사와 KOTRA 무역관, KOPIA 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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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신고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자

대상 자원

예스물류

옥수수

전남해외농업자원개발

옥수수, 콩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경기해외농업자원개발

옥수수

케이엔에이치컨인

카사바, 옥수수

한국해외농업개발

배합사료

케이앤씨홀딩스

고구마, 카사바

파레토

참깨

케이앤티시스템

옥수수

엔티디

카사바, 콩

한화

쌀

비트로시스

카사바·후추 묘목

삼광식품

후추

엔에스씨에이치인터내셔날

커피

용두레미콘

옥수수

현대종합상사

망고

조지원/조일경

망고

무지개농산

옥수수

신송산업

카사바

앤스쌍떼

후추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표 2-5>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에이퍼플
코지드
김태균
MH 에탄올
성문
전남해외농업자원개발

개발면적(ha)
’15 실적

’16 실적

확보량(톤)
’17 계획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
(톤)

145

204

959

655

502

2,003

-

4,424

-

-

20,000

-

-

-

-

2

-

-

-

-

-

11,685

6,392

6,422

55,605

64,649

58,014

9,854

500

500

500

15,000

11,105

14,220

-

180

-

-

50

-

-

-

1,300

5,680

10,900

32,100

142,198

235,000

5,328

153

153

-

-

496

-

-

신송산업

-

-

3,456

-

-

86,400

-

앤스쌍떼

’16년
신규

-

-

’16년
신규

-

-

-

18,387

12,931

22,237

123,410

218,950

395,637

15,182

㈜농업회사법인 엔티디
현대종합상사

합 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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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등록된 우리 기업은 총 30개이
나, 2016년 기준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6개 업체로 20%만이 운영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6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
아 진출 목적은 1) 곡물 파동 등에 대비, 2) 수익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3)
사료작물 수급 안정화, 4)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농산물 경쟁력 약
화로 해외농장 진출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10개의 기업 중 8개
의 기업은 생산형으로 진출하였으며, 유통형과 혼합형으로 각각 1개의 기업이
진출하였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비료, 농약 등의 기자재는 10개 기업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으
며, 주요 구입처로는 현지 대리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비료와 농약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생산한 자재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캄보디
아 내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 물이나 다른 제품들과 섞어서 판매되
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태국 등을 방문하여 구입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물류비가 비싸고,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자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는 어려움도 있다.
농기계의 경우는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농기계는 주로 캄보디아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베트
남 등 인근 국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조사 시, 주로 존디어(John
6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캄보디아의 경우 총 28개의 기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중 10개의 기업이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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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r)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국 농기계 기업에서도 몇 차
례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등을 테스트하였지만 그 후에 피드
백이 없어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농기
계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유지보수가 쉬운 존디
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기계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는 현지 업체에
위탁하거나 기업 내부에 정비팀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 유통
농산물 저장시설의 경우,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3개의 기업 모두 신규로 저장시설을 건설하였다. 저장시설을 보
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수확한 당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저장시설을 보유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망고를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
다. 더불어 이 기업은 농산물가공센터 내 망고수출검역시설을 보유할 예정이
며, 연간 2,000~3,000톤 수준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유통시설은 2,000평
정도로 계획되었다. 투자규모는 500만 달러이며, 냉동망고를 위하여 500만 달
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유통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수확 후
바로 유통하고 있으며, 건조 후 유통하는 기업 1개, 1차 가공 후 유통하는 기업
1개, “수확 후 바로 유통”과 “건조 후 유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혼합형 기업
1개, 도·소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1개가 있다.
○ 판매
생산된 작물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10개 중 5개이며, 이 중에서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3개이다. 또한 총 5개
기업 중에서 2개의 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10개의 기업 중
8개의 기업이 생산된 작물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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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향후 중
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여 홍콩, 유럽, 중동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있었다. 캄보디아 망고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을 가지고
있으나 내전으로 인하여 수출 관련 인프라가 유실되면서 수출을 중지하였다가
최근 프랑스 유통업계 등 유럽에서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유럽 지역으
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 기술 및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용
하고 있는 포장박스로는 신선과일의 중량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포장 기준에 준한 포장자재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3.1.2. 인도네시아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
인도네시아의 농업 분야 개발전략(Strategic Plan for 2015∼2019)은 1) 주요
곡물(쌀, 옥수수, 콩) 자급률 달성 및 육류와 설탕 생산량 증가, 2) 식량 다양성
증진, 3) 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수입대체 효과
도출, 4)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 5) 농가 소득 증
대, 6) 정부 기구의 성과 증진과 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Rafani 2015).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1)
경작지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법안의 지방정부 활용 및 도입 독
려, 2) 비료 지원, 종자 개량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농업 투입재 법안 활
용, 3) 농업인의 신용에 대한 접근 간소화를 지원하는 농업 재정지원법 활용,
4) 농업인 보호 및 역량 강화 관련 농업인보호법안 제정, 5) 식품 다양화 및 영
양 개선 관련 법안을 통한 법제적 지원, 6) 농식품 제품 수출입 관련 법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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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투자 관련 법안을 통한 농산업 부문 공적 지원 등이 있다(Rafani 2015).
위에 제시된 주요 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지 보존, 투입
재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업인 신용 접근성 향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자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농산업 개발 수요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46%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은 인도네시아
총생산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이자 주요 곡물인 쌀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2016년 기준, 약 7,900만 톤), 기타 수출 작물로는 팜유, 고무, 커
피, 차, 카사바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팜유 생산국이며, 고무와
카카오는 2위, 커피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다. 한편, 옥수수의 경우 식량안보를
대비한 대체작물로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료, 사료용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
문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수요가 많다. 다만 옥수수 생산성은 기후 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확량 확보와 품질 보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사료
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공급량이 불안정하여 사료 가격의 변동이 심화
되고 있다(조유선 2017).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수출 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수수와 관련된 개발 수요는 가
치사슬 체계 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외국인
투자 관련 대통령령(제39호)을 공표하였다. 이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1) 불필
요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과 2) 외국인
투자자의 일정 지분 소유 승인을 통해 유한회사 형태로만 허가되는 투자 항목
선정 등이다.7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중소규모업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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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Es)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농업 부문은 예외이다.
2016년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요 곡물 부문에 대한 투자 지분은 49%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주요 환금성 작물에 대한 투자 지분은 95%, 원예작물
(과수, 채소 등)에 대한 투자 지분은 30%까지 보유 가능하다. 세부 품목별
지분 보유 한도는 2016년 공표된 대통령령 44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16).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잠재성이 풍부한 영역의 대규모 사업에
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간 2,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는 벼 종자 관련 사업
은 그 대상이 되며, 6년 간 매년 총투자액의 5%에 대한 공제, 소득세(10%) 공
제, 저율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기준 2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이는 동
남아시아 권역에서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의
주요 작목은 옥수수와 카사바이며, 오일팜, 양계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표
2-6>.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20개로 등록되었으나, 기업의 실적을 살펴
보면 실제 팜스코, 제이씨케미칼, 포스코대우, 농협사료 등 4개의 기업만이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은 2015년도
에는 총 2만 5,319ha, 2016년도에는 3만 6,256ha의 면적에서 각각 6만 9,227톤,
12만 3,302톤이 생산되었으며, 개발면적과 확보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국내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7

주요 내용은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s://www.export.gov/article?id=Indonesia-openness-to-foreign-investment, 검색일: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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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도네시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자

대상 자원

고창황토배기유통

카사바

씨디엠인터내셔널

옥수수

대상

옥수수

팜스코

옥수수

삼양제넥스

카사바

씨피알코리아

카사바

알이와이코퍼레이션

옥수수

청송씨에스

카사바

JSK인터내셔날리솔시스

옥수수

삼성물산

카사바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사업(밀, 콩, 옥수수 등)

카스코리아

옥수수

와이케이자원개발

옥수수, 카사바

에코비즈

옥수수

최성갑

산란계

제이씨케미컬

오일팜

대우인터내셔널

오일팜

농협사료

카사바

조인

양계

영농조합법인 아그리젠토

스테비아, 그라비올라 등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표 2-7> 인도네시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팜스코

개발면적(ha)
’15 실적
11,751

제이씨케미칼
대우인터내셔널
농협사료

’16 실적
12,443

확보량(톤)
’17 계획
14,000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톤)

47,000

62,215

70,000

-

789

6,568

7,327

2,521

11,507

30,000

-

12,000

16,000

20,300

2,500

20,580

63,000

-

779

1,245

1,266

17,206

29,000

29,500

-

조인

(’15 신규)

-

-

(’15 신규)

-

-

-

아그리젠토

(’15 신규)

-

-

(’15 신규)

-

-

-

합 계

25,319

36,25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42,893

69,227

123,302

19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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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8 결과에 따르면
식량자원 확보 및 국가 식량안보 기여 등 식량안보 차원과 농식품산업 성장 동
력 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
답한 3개의 기업 중에서 2개의 기업은 혼합형이며, 1개의 기업은 생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투입재의 경우, 3개 기업 모두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상을 활
용하고 있으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중요한 주요 기자재는 한국이나 다른 국
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의 경우, 2개 기업은 현지시장이나 현
지 한국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으며, 다른 1개의 기업은 한국에서 직접 반
입하고 있다. 필요한 부품은 현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경우 현지에서
부품을 교체,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농기계를 수입하는 기업은 교체에 필
요한 부품도 한국에서 공수하고 있다.
○ 유통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개이며, 모두 신규로 건설한 시설이다.
또한 3개의 기업 중에서 2개의 기업이 저장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확보할 계
획이라고 답하였는데, 이 2개의 기업은 기존에 저장시설을 구축한 기업과 현재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다. 그리고 2개 기업 모두 신규로 건설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물의 유통방식은 2개의 기업이 건조 후에
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1개의 기업은 1차 가공 후에 유통하고 있다.

8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총 20개의 기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중 3개의 기업이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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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인도네시아의 경우, 1개의 기업이 생산된 작물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2개의 기업은 판매한 경험이 없다. 현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판매하는 경
우,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으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 외의 방식
으로 수출하였다. 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확보된 농
산물의 국내반입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제3국 수출에 초점을 두고 진출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현지에서 판매한 경험이 없는 2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서 생산된 작물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3. 필리핀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
필리핀은 국가개발계획(2017∼2022)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중기 과제로는 1)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생산성 향상, 2) 농업 관련 기업 성장, 3) 농업 부문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4)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
상, 5)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향상, 6) 영세 농어민에 대한
농지/수자원 접근성 향상 및 보호를 설정하고 있다(김승준 2017).
필리핀 정부가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농어업 시설 및 농기계 사용 확대 정책이다. 농어업
기계화 지원법은 소형 엔진 제조업의 육성을 명시하는 등 현지에 적합한 기술·
기계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필리핀 정부는 농기계·수확 후 관리 시설·
가공시설의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부문은 수입 물량 완화 조치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도
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생산성이 국가 평균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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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로코스(Ilocos) 지역, 중부 루손(Luzon) 미마로
파(Minaropa)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2017).
한편 필리핀 정부는 농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 목표로는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확대, 기존 시장의 확장 및 신규 품목
개발,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가공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목
표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농산업체 중심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
원할 예정이며, 농민 단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계약
재배 및 기업형 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적 연결고리를 도입하여 전후
방 시장(판매망 및 투입재 공급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2017).
더불어 필리핀 정부는 중소 농가의 가치사슬 체계 내 참여 확대를 통한 농업
인 소득 증가를 위해 오지 농업 생산지와 시장의 연결, 영세 농어민을 대상으
로 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농어민 조직화, 수입물량제한 철폐에 영향을 받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농가의 농업 기술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확 후 관리시설의 보급, 농업 기술 차등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험서비스 대상 확대, 농어민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 농산업 개발 수요
필리핀의 농업 부문은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
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있다. 한편 농업에 유
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지주 중심의 토지제도, 관개시설 부족, 미흡한
농업 기술 보급 체계, 수확 후 관리 체계 열악 등으로 인해 주식인 쌀의 자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승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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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필리핀 농업 생산액 추이(1990∼2013)

자료: FAOSTAT(2016); WB(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필리핀 농업은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이루
고 있으며, 이는 주로 축산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다(OECD 2017a). 2015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져서, 작물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축산 부
문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높았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6). 따라서
필리핀의 축산 부문에 대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위
에 정책 사례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지에 적합하도록 제작되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필리핀은 작물의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쌀을 중심으로 가치가 낮은 작물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농업 생산액 중 16%의 비중을 차지하던 쌀은, 2013년
에 2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고부가가치 작물
(망고, 열대과일, 신선채소, 파인애플, 커피, 사탕수수)의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OECD 2017a). 그러나 농업 생산액 비중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확대 정책과 연계되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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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9
필리핀의 2014∼2016 중점투자계획(The 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은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반시설 및 물류업 부문에 대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수산업 부문 중 상업작물(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커피, 코코아,
고무, 향신료, 채소/과일, 토종돼지, 북경오리, 땅콩 등)의 생산, 농수산물가공,
사료생산, 비료 및 살충제 생산 등의 부문이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된다.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4∼2016 중점투자계획’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정책을 보면, 1987년 설립된 필리핀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s: BOI)는 외국인 투자를 관장하며, 중점투자계획(The
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활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한
다. 필리핀 정부는 1991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령(Foreign Investment Act:
FIA)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을 발표해오고 있다.
필리핀 연방법령에 따르면, 자본의 최소 60% 이상이 필리핀인에 의해 보유
된 중소업체(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는 간소화된 사업
등록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 대출, 기자재의 공동 사용, 역량개발 프
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된다.11

주요 내용은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xport.gov/article?id=Philippines-openness-to-foreign-investment, 검색일: 2017.10.22.).
10 2014∼2016 필리핀 중점투자계획
(http://industry.gov.ph/investment-priorities-plan-ipp-2014-2016, 검색일: 2017.10.22.).
11 필리핀 연방법령 제9501조
(http://www.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8/ra_9501_2008.html, 검색일: 2017.10.22.) 참조.
중소업체는 전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6만 7,000달러(300만 페소) 이하의 자
산을 가진 경우 초소규모업체, 6만 7,000∼33만 5,000달러(1,500만 페소) 이하의 자산인
경우 소규모업체, 33만 5,000∼233만 달러(10억 페소) 이하의 자산인 경우 중규모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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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필리핀의 경우, 2016년 현재 총 13개의 우리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13개의
기업 중 9개 기업이 옥수수 생산과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도 카사바, 바나나,
콩, 고구마 등에 관여되어 있다<표 2-8>.
<표 2-8> 필리핀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사업자

대상 자원

2009년

신명알앤디

바나나, 옥수수, 카사바

2008년

코파농산

옥수수, 고구마

필콘

옥수수

코민

옥수수

대한바이오에너지

카사바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대두, 카사바

필린베스트

옥수수, 콩

한진중공업

옥수수

국제농업개발원

카사바

렌더텍

옥수수, 사탕수수

인니인베스트먼트

옥수수

(주)바이오엠피에스

콩

트라보인터내셔널

옥수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필리핀 역시 등록 기업 수에 비하여 진출기업의 실적은 미미하다. 2015년에
는 1개의 기업(코민)만이 12ha의 면적에서 80톤의 옥수수를 확보하였으며,
2016년에는 모든 기업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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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필리핀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개발면적(ha)

확보량(톤)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
(톤)

코민

12

-

-

80

-

-

-

트라보인터내셔널

(’15 신규)

-

-

(’15 신규)

-

-

-

합계

12

-

-

80

-

-

-

기업명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설문조사에서도 총 13개의 기업 중에서 1개의 기업만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지에 기업명을 명시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제 생산
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필리핀에서 해외농
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
한 기업은 사료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혼합
형의 유형으로 진출하였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투입재는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재의 종류가 다양
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실정이다. 농기계 또한 현지의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주로 존디어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현지에서 농기계를 구입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점에서 구입하거나 농기
계 수리 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
○ 유통 및 판매
이 기업의 경우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구축하였다. 추후에도 1,000평 이상 규모의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작물은 건조 후에 유통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 주로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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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수출한 경험도 있다. 또한 이 기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3.1.4. 베트남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
베트남의 농업 생산 부문은 통일 후 협동조합과 국영농장 형태로 운영되었
으며, 투입재 수급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농업 형태였다.
그 결과 통일 직후의 농업 생산량은 수요에 못 미쳤으며 식량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정부의 도이모이(개혁·개방) 노선 채택에 따라 베트남 경
제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점차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농업은 집단 영
농에서 개별농가로 정책적 초점이 전환되었고, 농지는 농가에 분배되었다. 이
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
었다(OECD 2015).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핵심 목표로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관리를 통한 농산물 증산,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농가 삶
의 질 향상, 농업 부문의 국제시장 진출, 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
호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다양한 정책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국
내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가격지지 정책12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최종 이윤
의 30%를 농가가 받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OECD 2015).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농민에 대한 관개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 주
고 있다.13 200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정책은 신용 지원 정책이다.

12

베트남의 경우, 작황과 지역의 농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 시 수
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가수취가격(farm gate price)이 일정 정도로 유지되
도록 함으로써 농가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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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기계, 시설 및 관련 기자재 구입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와 별개로, 쌀 산업 보호차원에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직불제와 유사한 쌀
직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농업보험 정책이 시범실시
되고 있다. 농업보험은 우선 쌀, 가축, 양식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주 내용으
로 한다. 한편 농가 소득 지원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농업토지세의 면제 혹은
경감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 기술 지원 서비스의 경우 2001년부터 중앙정부에
서 실시하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지원금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 R&D 부
문14은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아
직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5).
□ 농산업 개발 수요
베트남은 약 1,000만 ha의 경작 가능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액은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Corr & Nguyen 2015; OECD 2015).
또한 베트남의 7대 수출 농산물(쌀, 카사바, 커피, 후추, 천연고무, 캐슈너트, 수
산물)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 7개 품목에
있어 세계 5대 수출국에 속한다(World Bank 2016). 수출액 순위에 따른 품목을
보면, 수산물(75억 달러), 목재(58억 달러), 커피(34억 달러), 쌀(29억 달러), 캐
슈너트(19억 달러), 고무(17억 달러), 과일 및 채소(14억 달러), 후추(12억 달
러), 카사바(11억 달러) 순이다(Corr & Nguyen 2015). 특히 양식업 사료, 축산
사료, 쌀, 비료, 옥수수, 카사바, 커피, 고무, 종자, 돼지 종축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보고되고 있다(Corr & Nguyen 2015).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쌀 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14

2009년 이전에는 관개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농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베트
남 정부가 관개/배수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베트남 당국은 2005년 농업 연구 부문의 조정과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을 베트남
농업연구소(Viet 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산하에 두는 개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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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베트남 당국은 자격 요건에 맞는 법인에 대하여 여러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세를 감면해 주거나 경감해주고 있으며, 토지
임대료를 최대 15년까지 면제해 줄 수도 있고, 5년간 토지나 수면임대료의
20% 정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한 직업훈련, 홍보, 기술 개발 비용의 50∼
70%를 지원하며, 각종 농산물 건조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등 기초투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익·규모를 고려, 소규모 영농을 하는 개인·가구·
조합은 법인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법인소득세
관련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은 <표 2-10>과 같다(OECD 2015).
베트남 정부는 2005년의 투자법을 대신하는 새 투자법을 2014년 11월 승인
하였으며, 이 법은 2015년 7월에 발효되었다.15 베트남 당국에서 제공하는 투
자 인센티브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특히 대출 이자율 감면, 토지사용료
및 토지세에 대한 경감 혹은 감면, 기업소득세와 부가세 감면, 수입·수출 관세
인하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16

15

16

투자법은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 절차,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법은 국내 투자·국외 투자 여부, 민간·공공 투자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될 것을 명
시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를 “51% 이상의 초기 투자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분 소유 한도 없
이 100%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2006년 제정된 ｢세금관리법｣에 의하면, 국내외 투
자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독립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
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해외투자국(Foreign Investment Agency), 통상산업부의 비에트트레이드(Viet-Trade), 농업농촌개발부의 국제협력국, 각 주의 투자 촉진 관련 부서 등이
있다(OECD 2015).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의 맞춤형 발전을 위하여
2002년 이래 재정의 탈중앙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승인 여부
는 보통 지역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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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베트남 법인소득세 관련 인센티브
감면 기간 만료 후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50%
감면 기간
적용 기간

프로젝트 형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
기간

농산물, 임산물, 수산 양식 생산/가공, 소금 생산, 새로운 농산업 품종 개발

20

10년

2년

3년

사회경제조건 열악 지역, 산업구역, 수출가공 지역, 첨단경제구역, 농수산업
관련 기자재 생산, 관개시설 생산, 축산/양식 관련 사료생산

20

10년

2년

4년

조합 및 국민신용기금에 대한 농업 서비스

20

무제한

장려 투자 부문 및 지역

15

12년

3년

7년

특별 장려 투자 부문 및 지역

10

15년

4년

9년

임업 및 산림관리, 사회경제조건 열악 지역에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 양식
생산/가공, 농업/축산 품종 개량, 소금 채취 및 정제, 농업/양식업 생산품 및
가공품 보존

10

무제한

-

-

자료: OECD(2015).

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2016년 기준으로 총 10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등록되었다.
베트남에는 2010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이후
로는 등록된 사례가 없다. 주요 생산 작물로는 옥수수, 바나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콩, 스테비아, 대파, 고추, 딸기, 당근 등 다양한 작물에 관여하고 있다.
<표 2-11> 베트남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2010년

2011년

사업자

대상 자원

글로브팜

바나나

한베축산개발

돼지

서트라

바나나

목포도시가스

옥수수, 카사바

씨엠물류서비스

옥수수배합사료

2012년

신화

옥수수, 콩 등

2013년

바스트마켄국제무역

스테비아

호야씨앤티

배합사료

동농

대파, 고추, 고구마, 옥수수, 당근

한국삼공

딸기

2014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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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총 2개의 기업이 2015년 144ha에서 1,466톤을 생산하였으며,
2016년에는 90ha에서 2,300톤을 생산하였다. 즉 개발면적은 감소하였지만 확
보량은 증가하였다<표 2-12>. 더불어 2015년에는 616톤, 2016년도에는 2,000톤
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캄보디아(총 1만 5,182
톤) 다음으로 국내반입량이 많은 국가이다.
<표 2-12> 베트남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글로브팜
목포도시가스
합 계

개발면적(ha)
’15 실적

’16 실적

54

40

90

50

144

90

확보량(톤)
’17 계획
-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
(톤)

-

-

466

300

100

1,000

2,000

5,000

2,000

100

1,466

2,300

5,000

2,0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설문조사에는 총 10개의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이 기업들은 1)
최적화된 기후, 낮은 노동비와 토지임차료 활용, 2) 유통시설 구축, 3) 농산물
가공, 4) 베트남 양돈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이 중 3개의
기업은 혼합형으로 진출하였으며, 다른 1개의 기업은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투입재는 4개의 기업 모두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주로 현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다. 그러나 품질 보증
문제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기계는 4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현지 농기계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점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관련 부품을 교체하고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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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유통과 관련하여 4개의 기업 중 1개의 기업만이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신규로 건설한 저장시설로 600평 정도의 규모이다. 그리고 4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향후 저장시설을 보유할 계획이 있으며, 모두 신규로 건설할 예
정이다. 유통 방식의 경우, 건조 후에 유통하는 기업은 2개가 있으며, 1개의 기
업은 수확 후에 바로 유통하고 있다. 다른 1개 기업은 양돈기업으로 바로 출하
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
○ 판매
4개의 기업 중 1개의 기업이 생산된 작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며, 제3국에 수
출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4개의 기업 중에서 3개의 기업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작물을 국내로 반입
할 계획이 있다.

3.1.5. 라오스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17
라오스 정부는 농업의 중장기 목표(2011∼2020년)로 저지대 중소농의 현대
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 생산과 고지대 생태계 보존을 통한 식량안보 증대 및
삶의 질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기(2011∼2015년)
전략으로 4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과제는 1) 농축산업 활성
화를 통한 생계 개선, 2) 중소농의 조직화와 민간 부문 투자 유치를 통한 ‘환금
작물 증산’, 3) 화전농업 시스템의 안정화와 4) 생태·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
17

본 절은 라오스 농림부(Lao PD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10) 자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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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가능 생산 체계 정착 등이다.
라오스 정부는 농업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8개의 정책 프로그램을 유기적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식량 생산 지원’이
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이다. 2010년 기준, 5세 이하의 어린이
중 저체중 아이는 약 27만 명(대상 연령의 약 37%)에 달할 정도로 라오스 국민의
영양섭취 상태가 열악하다. 이는 대부분 라오스 농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 및 농민 단체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투입재 활용도가 낮아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 생산 패턴,
토지 분배, 농촌 개발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고지대의 화전 농업 지역18
을 주 대상으로 한다. 즉 화전 농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의 황폐화와 토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임산업 개발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차원의 산림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관개 농업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라오스의 관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약요인(높은 투입재 가격, 낮은 작물 가격, 비싼 운송비용, 열악
한 재배기술, 인프라 부족 등)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은 ‘기타
농업 및 임산업 인프라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의 기계화, 수확 후 관리
개선,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건설 지원, 시장 인프라 구축, 판매 촉진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하며, 일곱 번째 프로그램은 ‘농림업
연구 및 기술지도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농업 기술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프로그램인 ‘농업 부문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서는
농업 부문 전문가 양성 관련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업무성과 평가 시스템과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통해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한다.

18

라오스 농업은 크게 저지대의 천수답 및 관개 영농 체계, 그리고 고지대 화전 영농 체계
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영농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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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개발 수요
라오스의 벼 경작은 전체 경작 면적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한다. 고지대의 화전 영농 체계에서는 보통 라오스 토종 벼가 경작되며, 저지대
에서는 개량된 품종의 벼가 경작되고 있다.
라오스의 작물 생산은 식량자급을 위한 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사료용으로 경작되는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배면적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연평균 8.7%씩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생산량은 2007년 62만 550톤에서 2009년 84만 8,745톤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옥수수의 생산성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세계 평균의 81% 수준
(2009년 기준)이다. 이를 통해 라오스에서의 옥수수 개발 수요가 다양하게 존재하
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축산업 연관 산업의 개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0). 더불어 라오스 정부 정책 및 여건을
고려하면 투입재 관련 산업에 대한 개발 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1980년대 이래 라오스 정부의 농업 정책은 상업 농업과 환금 작물을 장려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 활동과 수출 관련 생산은 보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장려 활동에 해당된다. 외국인 투자 장려 지역은 보
통 산지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Campbell et al. 2012: 19).19
장려 활동에 해당하거나, 장려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일정 기간의 세금
면제 및 감면, 사업 확장을 위해 사용된 이윤에 대한 세금 면제, 기자재·부품·
생산에 쓰이는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19

특히 2005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 유치법｣ 이후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은 “장
려 사업 부문”과 “장려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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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자본
이 투자되는 경우 외국 노동자를 고용인원의 10%까지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 외국 노동자에게는 1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Campbell et
al. 2012: 19).
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2016년 기준으로 라오스에는 총 11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였다. 주로 옥수
수, 콩, 커피, 카사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 부문에도 진출하였다. 2015년
라오스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은 1개 기업이 82ha에서 420톤을 생산하였
으며, 국내반입량은 없다. 2016년도에는 1개의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기는 하였
으나 그 외 10개의 기업에서 모두 실제 생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표 2-14>.
<표 2-13> 라오스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사업자

대상 자원

에코프라임

콩, 옥수수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다움에프앤비

벼

엠따불유홀딩스

커피

라코팜

카사바

볼로반

콩등

박옥미

커피

타드코

커피, 콩

라코레

옥수수, 카사바, 축산

정찬운

쌀

지파암

캐슈너트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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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라오스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개발면적(ha)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
(톤)

420

-

-

-

-

’16년 신규

-

-

-

-

420

-

-

-

’16 실적

’17 계획

82

-

-

지파암

’16년 신규

-

합 계

82

-

에코프라임

’15 실적

확보량(톤)
’15 실적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기존의 설문조사에서는 총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이 기
업들은 1) 가공 및 유통, 2) 커피농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라오스에 진출하였으
며, 3개 기업 모두 혼합형으로 진출하였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투입재는 3개의 기업 중 2개가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주로 태국이나 베
트남에서 생산된 자재를 현지의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업
체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투입재에 대해 위탁 관리를 받는 기업
도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운송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약과
비료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한국, 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필요에 따라 수입하고 있다.
농기계는 3개의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처는 모두 다르다. 라오스
현지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하기도 하며, 한국과 태국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기
도 한다. 농기계의 부품 교체 및 보수는 베트남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
며, 한국 업체에 관련 부품을 주문하여 직접 교체,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
만 부품의 현지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지 부품업체의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애로 사항인 기업도 있다.
○ 유통
3개의 기업 중 2개는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신규로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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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개 기업 중 2개가 저장시설의 추가 또는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
통 방식은 3개의 기업 중 2개가 혼합형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건조 후 유
통과 1차 가공 후 유통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다른 1개의 기업은 작물을 건조
한 후에 유통하고 있다.
○ 판매
3개의 기업 중 2개는 라오스 현지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중 1개의 기업은 현
지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또한 이 2개의 기업 모두 제3국
에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로 반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1개
의 기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반입 계획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극동러시아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
극동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현황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으
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말부터 낙후된 극동
러시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2000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연방프로그램’을 수립하
였으며, 이후 1996년에는 옐친이 ‘1996∼2005년 극동 지역 발전 프로그램’ 등
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위기 극복과 물류 및 자원 분야
잠재력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2013년 극동·바이
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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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으로 개편 및 확대되었다(한우석 외
2014).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극동
지역(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과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본 사
무소들을 통하여 러시아 중앙지역과 극동 지역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극동 지
역 발전, 특히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극동개발부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기업
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 부처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
여 ‘극동 지역개발에 관한 연방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김학기 2013).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향후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백 개의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전략은 세부 사업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과거
의 개발계획보다 더 세부적이다. 본 전략은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광물,
임업, 수산, 농업, 수송, 전력 등에 관한 12개의 부속 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프로그램인 ‘2018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및 ‘2007∼2015 쿠릴제도
(사할린주) 사회경제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
제 발전전략’의 목표는 극동·바이칼지역의 1) 조속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2) 사회·인구 변화 상황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단계적 추진목표를 살펴보면, 단기에는 공업과 농업 분
야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교통 분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료가공생산 증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및 과학
기술발전 달성을 목표로 한다<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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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주요 내용
프로그램 책임/참가/집행 연방부

교육과학부, 극동개발부, 교통부, 농업부, 노동사회복지부, 문화부, 보건부,
에너지부, 지역개발부, 천연자원-환경부, 재난방지부, 체육부

하위 프로그램

1) 경제효율성 향상
2) 광물자원 복합체 개발
3) 삼림산업 복합체 개발
4) 수산업 복합체 개발
5) 농·공복합체 개발
6) 교통 인프라 개발
7) 에너지 인프라 개발
8)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9) 생태 보존 및 보호
10)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채용 확보
11) 관광 개발
12) 극동바이칼지역 국가발전 프로그램의 실현 보장

연방 특별 프로그램

1) 2018년까지의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2) 쿠릴제도(사할린주) 사회경제 발전 2007∼2015

자료: 한우석 외(2014)를 토대로 재구성.

□ 농산업 개발 수요
앞서 언급된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주요 프로젝트는
총 6개 분야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분야 개발계획으로는 1)
쿠릴제도 연어 부화 및 양식장 9개소 건설, 2) 유즈노-쿠릴리스크 수산 가공시
설 건설, 3) 벨로고르스크 콩 가공공장 건설, 4) 블라고베셴스크 온실재배시설
건설, 5) 농공업파크 ‘치기린스키’ 조성과, 6) 비로비잔 콩 가공시설 건설 등이
있다<표 2-16>.

52

<표 2-16> 2025 극동·바이칼 지역 농업 분야 주요 프로젝트
단위: 루블(RUB)
프로젝트명

농림
수산
(6건)

연방 주체

투자금액

쿠릴제도 연어부화, 양식장 9개소 건설

사할린 주

2,022

유즈노-쿠릴리스크 수산가공시설 건설

사할린 주

7,760

벨로고르스크 대두 가공공장 건설

아무르 주

400

블라고베셴스크 온실재배시설 건설

아무르 주

322

농공업파크 ‘치기린스키’ 조성(블라고베셴스크)

아무르 주

비로비잔 콩 가공시설 건설

유태인 자치구
총계

982
1,965
13,451

자료: 김학기(2013)를 토대로 재구성.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중 농업 분야를 살펴보면, 투자
규모는 작지만 가공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로 벨로고르스크(아무르 주)와 비로
비잔(유태인 자치주) 콩 가공공장 건설 등이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콩의 주
요 생산지이지만 가공시설 부족으로 수확한 콩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
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르 주와 유태인 자치주
를 주요 거점으로 하는 콩 가공시설 건립을 계획하였다. 또한 ‘2025 극동·바이
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서는 캄차카 지방, 사할린 주, 아무르 주에 ‘아그로
인더스트리 파크(농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김학기 2013).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중 농업 분야는 러시아 극동 지
역의 사회·경제 상황 개선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극동러시아 정부는 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작지 보존과
우량종자를 이용한 작물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극동러시아 정부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의 곡물터미널을 설립할 계획이며, 자국의 곡물과 콩 및 이들의 가공품을
동북아 국가들에 공급함으로써 ‘극동곡물통로’를 설립할 계획이다(강평기
2014).
또한 연해주 주정부는 2020년까지 연해주 육류 수요의 80%까지 자급할 수
있는 축산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과 농산물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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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수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국가 평균의 65% 정도까지 증가시키고, 옥수수 및 콩 수출 물량을 20
만 톤 이상 증대시키고자 한다(Wegren et al. 2015). 극동러시아, 특히 연해주
지역은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과수류와 특용작물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
료용 곡물류(밀, 콩, 보리, 귀리), 채소류, 조사료작물의 개발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축산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투자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콩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과 중국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기름용, 사료용, 가공
용, 성분 추출용 등)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러시아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2015).
□ 농산업 지원 정책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1) 생산 보조금, 2) 투융자(investment loans)
확대, 3) 단기 신용(short-term credit) 지원 등이다. 대출 지원은 보통 2∼10년
간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단기 신용은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Wegren et al. 2015).
한편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에서의 선도개발구역20의 운용을 통해 그동안
의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선도개발구역의 주요 혜택은
인프라 건설 지원, 세제 혜택, 외국인 노동 쿼터 발급 등이 있다. 극동 지역은
12곳이 선도개발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연해주의 미하일로프스키, 아무
르 주의 벨로고르스크, 사할린 주의 유즈나야 지역이 농축산 중점육성 지역으
로 지정되었다. 극동러시아 정부는 법인세 면제, 사회보장세 10년간 7.6%, 재
산세·토지세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 15일 내 환급, 외국인 노동 쿼터 미적용,
일부 관세 혜택, 부동산 할인 임대료 적용, 연방 감사·지방정부 정기 감사 동시
진행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외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극동러시아 정

20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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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책은 1)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2) 클러스터 전략 부재, 3) 혜택의 원
활한 부여를 위한 하위법의 부재, 4) 중점 육성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주, 5) 산업 생태계 미형성과 협소한 소비시장, 6) 불편한 행정 절
차, 7) 노동력 조달의 어려움, 8) 비싼 임금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오영일 2016).
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2008년 이후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우리 정부에 등록한 기업은 총 13개이며,
그중 12개의 기업이 극동 지역인 연해주에 진출하였고<표 2-17>, 1개의 기업
이 로스토프에 진출하였다(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3년 이후 신규로 진출한
기업은 없으나, 8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안정적
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대섭 외 2016).
<표 2-17> 러시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16 기준)
신고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자

대상 자원

상생복지회

밀, 콩, 벼, 기타

남양

콩, 황금

바리의 꿈

콩, 메밀, 보리, 귀리

셀트리온

밀

서울사료

콩, 옥수수, 귀리

아로

밀, 콩, 보리, 귀리

현대중공업

콩, 옥수수

치코자루엔엠파트너스

옥수수, 콩

코리아통상

콩, 옥수수

2011년

해피콩

콩, 메밀, 귀리, 밀

2012년

퓨처인베스트리더스

옥수수

포항축협

귀리, 알팔파

김화복

콩

2013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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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콩, 옥수수, 밀, 귀리, 보리 등의 주요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콩과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가장 크다. 2015년
에는 총 2만 2,923ha에서 6만 6,71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만
4,795ha의 농지를 경작하여 총 6만 6,983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그중 9,643톤을
국내로 반입하였다<표 2-18>.
<표 2-18> 러시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상생복지회

개발면적(ha)
’15 실적

’16 실적

확보량(톤)
’17 계획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6 반입량
(톤)

4,000

4,172

3,220

7,805

7,783

9,180

-

남양

476

392

461

278

310

1,453

10

바리의 꿈

200

250

500

80

180

750

13

셀트리온

1,951

2,021

2,213

12,073

11,764

11,556

-

서울사료

5,375

5,966

6,062

16,752

14,658

17,198

9,180

아로

2,420

2,494

2,997

3,920

3,344

6,130

-

현대중공업

8,318

8,700

9,107

24,786

27,952

23,307

207

-

500

500

-

210

500

-

해피콩
포항축협
합 계

183

300

350

1,016

782

1,125

233

22,923

24,795

25,410

66,710

66,983

71,199

9,64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기존 설문조사21 결과에 따르면 주로 곡물재배를 통한 곡물 확보를 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모두 생산형으로 진출하여 콩, 옥수수, 귀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기자재, 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는 모두 러시아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현지

21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로, 극동러시아의 경우 총 13개의 기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2개의 기업이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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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농기계 역시 러시아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보수를
위한 부품도 현지에서 구입하여 직접 부품을 교체, 관리하고 있다.
○ 유통
저장시설의 경우, 2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던 저장시설을 매
입하였다. 앞서 언급된 동남아시아의 경우, 진출기업 중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신규로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두 지역 간 뚜렷한 차이
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 실시한 극동러시아 민간기업 현지조사 결과22에 따르면 한 기업의
경우 생산된 곡물을 선별, 건조, 저장하기 위하여 2만 톤 규모의 현대적 사일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일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정부
의 인허가 승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연해주에 진출한 기
업 중 4개의 기업이 시장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현대적인 저장시설을 갖
추고 있으나, 극동러시아 진출기업 중 대부분이 과거 구소련시대에 건축된 시
설을 보유하고 있어 곡물의 품질 저하, 건조 및 습도 조절 등 관리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대섭 외 2014). 유통방식의
경우, 1개의 기업은 건조 후 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1개의 기업은 1차 가공 후
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판매
1개의 기업은 생산된 작물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다른 경로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2개의 기업 모두 제3국으로 수
출한 경험은 없으나 생산된 작물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극동러시아 현지조사 시 면담한 한 기업의 경우, 대두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옥수수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의

22

본 조사는 2014년 8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현지조사로, 연해주 지역 해외농업개발 진
출기업 3개와 연해주영농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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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에서 요구하는 옥수수의 품질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된 옥수수를 러시아
내부 또는 중국 및 일본시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는데 안정적인 수입업체를 찾
기가 어려우며, 이는 수입업체의 품질 요구와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에 부합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농산물 판매 전략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한국으로 반입할 시, 물류 비용과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대섭 외 2014).

3.3. CIS23
3.3.1. 키르기스스탄
□ 농산업 개발 정책24
키르기스스탄 농산업 개발 정책을 대표하는 ‘2013∼2017 키르기스스탄 지속
가능 개발 전략’은 농업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토질 악화 및 관
개시설 등 농업 기반에 대한 투자 감소, 부족한 민간투자와 신용 접근성 부족,
주요 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 심화, 가공 산업 지원 미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4대 전략
목표 즉, 1) 농업 생산 증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2) 농산업 부문
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3) 농업 관련 정부 예산 활용도 제고, 4) 농민·농촌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제로는 농업 부문의 관리 체계 개선이 우선과
제로 설정되었다. 농업 부문 관리 체계 세부개선 사항으로는 재산권 강화가 언
급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

23
24

본 절의 내용은 위탁연구(한국경제학회)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지속가능개발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2013: 86-91)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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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로는 농가당 경지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농지 소유권 정비를 꼽고 있다. 또한 초지 관리 체계의 개선,
작물 육종과 축산 개량 시스템의 재건 등도 농업 관리 체계 개선의 주요 이슈
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실행 과제는 ‘농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다. 특
히 ‘농업 서비스’에는 관개 시스템의 정비, 수의 및 식물 전염병 관련 서비스
강화, 농기계·농업신용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식 활용 등이 포함
된다.
4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1) 수의 서비스, 품종 개량 서비스
와 같은 핵심 공공재의 제공, 2) 관개·도로 등 농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확
장, 3)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한
국제 시장 진출, 4) 상업은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신용 접근성 확대, 5)
농업 종사자 및 농산업 관련 사업주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등이 있다.
□ 농산업 개발 수요
키르기스스탄의 농업은 구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급격
한 변혁의 시기를 겪어왔다.25 농업은 키르기스스탄 총생산(GDP)의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2015년 농업 총생산액은
농작물이 50.3%, 축산물이 47.5%, 수산물 및 임산물이 0.2%, 농업 서비스가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ogilevskii et al. 2017). 밀은 키르기스스탄의 주
식 작물이지만 경제성이 적어 2000년대 이후 관개 지역에서의 밀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보리, 옥수수 등 사료 작물의 재배면적은 가축 사

25

1990년대 전반기는 사회주의 농업 시스템에서 시장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
였으며, 1998년부터 토지의 개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
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 키르기스스탄 전체 경지의 약 3/4 정도가 개인 소유로 전환되었
으며, 1/4 정도는 토지 재분배 기금의 형태로 국가 소유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 수
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1994년 2만 농가 → 2001년 25만 농가), 그 결과 농가당 경지면
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1994∼1996년 15ha → 2002년 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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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생산성을 보면 쌀, 면화, 채소, 멜론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밀, 보리, 옥수수, 기타 과일류의 경우 생산성이 정체되
어 있다. 이는 낮은 농업 기술 활용, 저품질의 종자 사용, 비효율적 비료와 농약
사용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ogilevskii et al. 2017).
키르기스스탄은 일사량과 일조시수가 많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마
늘, 비타민 나무, 사과 등의 품질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키르기스스
탄은 내륙국가로서 해상운송을 위한 항구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제약 극복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 출하하는 방안
도 제시되고 있으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과 같은 농업 기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곽재균 외 2012).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기본전략은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형태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단위로 지원되는
정책 지원은 농산업 부문 종사자에 대한 저리 융자, 토지세로 일원화된 세금혜
택(단일과세) 정도이다(Mogilevskii et al. 2017).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의 경우, 농업 부문은 가공업에 종사할 경우 3년 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업소득세(기본
10%)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12%이지만, 농업 기자재 및 소
모품, 비료 및 수의 기자재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품 및 R&D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26

26

한편 자유경제구역(키르기스스탄에는 현재 5개 구역이 지정됨)에 투자하는 업체는 구역에
따라 생산품을 키르기스스탄 영내에 판매할 경우 매출의 0.1∼2% 수준으로 부과되는 수
수료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사람이 아닌 외국의 노
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으며,
공식 허가 요건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면 승인받지 못한다(UNCTA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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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우즈베키스탄
□ 농산업 개발 정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복지 증진 전략 2013∼2015(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2013∼2015)’을 통해
농업 부문 주요 개발 목표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원예 부문과 축산 부문에 초점을 두
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1) 농업 구조 개선, 2) 농업 부문 기술 혁신과 농산물 가공 설비 현대화, 3) 농
지 및 수자원 활용 체계 개선, 4) 농식품 시장 인프라 구축 및 개선, 5) 농가
재무 안정성 개선 및 농산물 생산자 권리 보호 등이다.
첫 번째 정책 목표인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은 농가당 경작 면적
확대 및 면화 생산 지역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작 구조의 개선, 도시
인근에서의 채소·과일류 경작지 확대, 신품종 작물 개발 및 축종 개량을 위한
지원 확대, 농가·농산업체 간 협력 지원 등이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농업 부문 기술 혁신과 농산물 가공 설비 현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이다. 특히 농지 활용 조건
과 토질 개선, 혁신적 농법과 품종 도입 등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 인프라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과수·원예 농산물 보관과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며, 절수 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세 번째 정책 목표인 ‘농지 및 수자원 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은
효과적인 농지 및 자원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 기후 조건 및 공급·수요
패턴을 고려한 품종 보급,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고효
율 관개 기술 도입 등이다.
한편 네 번째 정책 목표인 ‘농식품 시장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
단으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정책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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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확대라는
정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다섯 번째 정책 목표인 ‘농가 재무 안정성 개선 및 농산물 생산자 권리 보호’
를 위해서는 농가, 특히 가족농을 포함한 소규모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농축산
업 지원,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Republic of Uzbekistan 2013).
□ 농산업 개발 수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국가총생산의 21.6%(201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넓은 경지면적과 양호한 기후 조건을 보
유하고 있으며, 노동력과 유전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토양과 용수가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낙후된 농업 기술과 과도한 수출입 규제, 인력 부족, 정부의
곡물수매제도 등은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제약 요소이다(이윤정 2015).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밀과 목화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80%를 차
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옥수수와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실27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부분 재배 작물의 다변화 양상도 보인다
(최지현 외 2016).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축산 부문 역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총 농업 생산
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28 이는 최근 10여 년간 소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
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류 생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축산물 증
산 정책은 옥수수, 대두 등 사료곡물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료작

27

28

옥수수: 2005년 16만 4,300톤 → 2014년 41만 1,600톤, 쌀: 2005년 16만 5,800톤 → 2014
년 36만 5,100톤.
우즈베키스탄의 축산 부문은 470만 자영농(소규모 가족농)이 소, 염소, 양의 84∼94%를
소유하고 있으며, 육류 및 우유의 95% 내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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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배에 대한 행정적 규제29는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사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배합사료 등
사료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최지현 외 2016).
곡물 분야의 경우 축산 분야와 연계한 사료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되고 있으며, 축산 분야의 경우 산란계 사업과 유가공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지현 외 2016). 한편 우즈베키스탄 농산업 분야 중 과
일 및 채소 재배, 농자재산업(잠적 관수 시스템, 채소 종자 사업, 소형 농기계,
배합사료), 농업서비스산업(농산물 유통), 저장·가공산업(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진근 2014).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축산물 가공 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농업 기계화, 산업시설 신규 증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
고 있다. 아울러 육류 및 유가공품 생산 지원을 위해, 육류 생산 구조 개선, 현
대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30 한편 개간 및 관개 기반 여건 개선 차원에
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개농지 개선 및 적절한 용수 이용을 위한 ‘주 단
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특히 절수 차원에서 점적관수를 적용하는 농업인
들은 장기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점적관수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조합의
경우 관련 토지임차료 및 기타 세제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서강철 2017).
세제 혜택 지원의 경우, 농가 및 농기업은 과세우대조치를 받고 있으며, 모든
농가는 개인세보다 적은 단일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농가는 또한 연료, 종
자, 비료 등의 투입재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된 수익세가 적용된다31(서강철 2017).

29
30

31

전략 품목인 밀, 면화의 일정 면적 이상 재배 의무를 제도화하고 있다.
2019년까지 44개의 우유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90개 육류가공공장을 건축하거나 보수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농업과 농산물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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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제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파트너십(제휴 회사),
합자회사, 일인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32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는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 미만인 외국자본회사(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EFC)와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 이상이며 최초 투자금액이 최소 15만 달
러 이상인 외국투자회사(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EFI)로 구분된다33
(PWC 2016). 한편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도 조건이 부합할 경우 소규모기업
으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기업(Micro-firms 혹은 Small enterprises)
은 등록과 과세에 있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PWC 2016).34

3.3.3. 카자흐스탄
□ 농산업 개발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부터 ‘농산업 2020 프로그램(Programme for
Development of Agro-Industrial Complex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13∼
2020)’35을 통해 농업 생산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

32

33

34

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면세(감세) 기간 연장, 자본재
수입품 면세, 토지몰수 보호 제도 등 여러 유인책이 제공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있는 업체가 일정 정도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낼 경우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 중 수출 비율이 15∼30%인 경우 세금 부과
액이 30% 감면되며, 수출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투자’로 여겨질 수 있는 지출을 증빙할 경우 소
득 신고액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PWC 2016).
외국투자회사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외국자본회사는 지방정부에 등
록할 수 있다. 외국자본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온라인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7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과세의 경우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토지세, 사회기반개발세 등을 대체하는 단일 통
합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부문의 경우, 10인 이하가 종사하는 업체는 초소
형기업(Micro-firms)에 해당하며, 50인 이하가 종사하는 업체는 소형기업(Small enterprises)
에 해당한다. 식품가공 부문은 20인 이하가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초소형기업(Micro-firms)
으로, 100인 이하로 종사하는 업체는 소형기업(Small enterprises)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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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농축산 위생 및 수의 서비스 시스템 개발, 농약·비료 서비스 제공, 토질
개선 및 수자원 관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과제는
1) 농업 부문 재무 건전성 회복, 2) 농업 부문 보조금 지원, 3) 농축산 위생 및
수의 서비스 강화, 4) 제도 개선36 등이다(Petrick & Pomfret 2016; OECD
2017c). 특히 농업 부문 재무 건전성 회복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37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 부문 보조금 지원’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우
선 축산 부문과 관련하여 생산실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창기 가
금류 생산에만 지원되던 이 지원금은 거의 모든 축산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주
로 대형 농장에 지원된다.38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농산물 생산자의
농기계 대여 시 저렴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비료·농약 등 투입재에 대한 지원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지만,39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17c).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 초 ‘농산업 2020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농정
2017∼2021 프로그램(State Programme of Agro-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for
2017∼2021)’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정책 기조를 유지하
되 개별·소규모 농가 지원, 농업협동조합 지원, 농업 인프라 및 각종 지원 서비
스40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OECD 2017c).

35

36
37

38

39

이 프로그램은 115억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통해 주요 국내 농업 지원 시스템을 보조하
게 된다.
정보 체계, 농약 보급 체계, 종자 실험 체계, 정부 검역 체계 개발 등.
‘농산업 2020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전 카자흐 국영농업기금(KazAgro)
이 농산업에 제공한 대출과 일반은행이 농산업에 제공한 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실 대출이
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재무 회생 프로그램은 이자 지원과 상환기간 연장(최
대 9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추가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OECD 2017c).
농업 부문에 대한 저리 대출이자 제공 및 이자 지원금 지원 폭이 2013년부터 확대되기 시
작하였는데 이 역시 축산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2016년 3,2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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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개발 수요
카자흐스탄41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보면, 최근 10년(2005∼2015년) 간
곡물 재배면적은 안정적인 추세(연평균 0.1%씩 증가)를 보이는 반면 전체 곡물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밀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0.9%씩 감소하였
다. 한편 유지작물(동 기간 3배 증가)과 사료작물(연평균 3.9%)의 재배면적 증
가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면화(연평균 –7%)와 사탕무(연평균 -6.2%)의 재배면
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농업 부문에서 생산 다각
화의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최지현 외 2016).
카자흐스탄의 축산 부문을 보면, 육류 생산 및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소, 계란, 가금류의 추세가 두드러진다. 우유 생산량의 경우
특별한 경향을 띄지 않는 반면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품질·균일한 품질의 우유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
기계 부문의 경우, 농기계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신규 농기계로의 교체도 지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농기계의 80%가 교체되어야 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으나 교체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최지현 외 2016).
카자흐스탄 정부의 ‘2010∼2014 농산업 복합단지 발전프로그램’에서 제시하
고 있는 농식품 분야 정책 수요 품목은 육류, 우유, 유지작물, 곡물, 가금류 등
이다. 최지현 외(2016)는 카자흐스탄의 정책 수요 및 제반 농업 여건 등을 고려
할 때 곡물 분야(사료 공장)와 축산 분야(토종닭 사업 및 유가공공장)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0
41

농기계, 농약·비료, 세제, 무역 인프라, 품질 인증 등.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GDP 기준)에 불과한 반면, 농가인구
비중은 46%를 상회한다. 경지면적은 전 국토 대비 8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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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카자흐스탄 정부는 축산 부문에서 생산성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
며, 농업 부문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농기계 대여 시에도 저렴한
요율을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비료·농약 등 투입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증가세에 있다. 한편 2016년
발효된 ｢농업협동법｣을 통해서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5대 세금(재산세·사
회세·부가세·소득세·자동차세)을 70% 감면해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감면,
사업 보조금 지원, 감사(audit)비 50%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OECD
2017c).
외국인 투자 유지 관련 제도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해외농업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식량 및 식품 생산 부문은 특히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우선 투자 부문으로 선정되었다(OECD 2017b).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2016년 새롭게 발표한 기업 규정은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산의 몰수나 부적절한 정부 행위로부터 보
호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OECD 2017b).42

3.3.4. 우크라이나
□ 농산업 개발 정책
우크라이나는 ‘2015∼2020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 및 실행 계획’
을 수립하여, 농업 생산자, 농산업체, 농촌 주민의 농산업 여건 개선을 목표로
중장기 농산업 정책의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43, 부패 척결, EU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정적 법체계의
42

43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로는 ‘단일 창구’ 적용 원칙에 따라 투자개발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은행의 2015년도 사업 환경 순위(Doing Business ranking)에서 189개국
중 96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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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높은 농업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 적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토지개혁이다. 이는 토지 등록 시스템의 개혁이 아직 완료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차료 불균형도 만연하기 때문에다. 또한 분절화된
보유 토지, 토질 악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세 번째 전략
적 우선순위는 농업 유관 부처 및 공기업의 제도 개혁이며, 네 번째 전략 우선
순위는 식량안보 강화이다(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of Ukraine
2015).
다섯 번째 전략 우선순위는 세제 시스템 개선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음성적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생산하는 사람 간 세금 부담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농업 부문 세제 시스
템의 부실, 자연 자원과 관련된 업계의 음성적 사업 관행, 농업조합에 부과하는
세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섯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개선이며, 이를 위
해 신용 접근성 향상, 인프라 확충, 유통 체계 개선, 생산/가공 설비의 개량 및
현대화, 생산자 단체 지원, 농업 부문 관련 국가 지원에 대한 재평가와 프로세
스의 단순화, 소농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농촌 지역의 복원이다. 이를 위해 농촌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경
제 활동의 다변화, 그리고 공동체 주도 지역 개발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덟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와 수출 촉진이다. 이
는 중소 규모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아홉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농산업
관련 연구, 교육, 자문 서비스 향상 이며, 열 번째 전략 우선순위는 산림, 수산
을 포함한 자연 자원의 관리와 환경 보호이다(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of Ukrai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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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개발 수요
우크라이나의 농업 총생산액(2014년 기준) 중 곡물(밀, 옥수수 등)은 25.5%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바라기, 유채 등 유지작물이 17.3%, 축산 가공품이
15.8%, 축산물이 1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2015년 기간 곡물 재
배 면적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밀 재배 면적은 소폭(4.1%), 옥수수 재배
면적은 큰 폭(96.6%)으로 증가하였다. 옥수수는 주로 양계 및 양돈 사료로 이
용되는데, 2000년대 접어들어 양계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
편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은 동기간 441만 ha에서 760만 ha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보리, 대두는 비옥한 토양
대비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관개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비
료/농약 등 투입재 부족, 낮은 기계화율 등에 기인한다(최지현 외 2016).
한편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농업 시설이 구소련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농축산물 저장 및 운반 시설이 미비하며, 농업 관개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주요
투자 유망 분야는 곡물산업이며, 특히 수출물류 기반 구축을 위한 곡물 수출터
미널 건설 및 내륙 사일로 건설, 곡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우크라이나 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한 단일세는 일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12개의 세금항목을 농업 생산자에게는 하나의 단일 형태로 부과하는 지원책이
었으나 점차 그 혜택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는 소득세, 토지세, 수자원활용세
등 3개의 세금 항목만을 대체하고 있다(OECD 2017c).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제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2001년 ｢토지법｣ 개
정 이후 특정 조건 충족 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농
지 소유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투자 제한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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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유통, 곡물 등의 분야는 현지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지현 외 2016).

3.3.5. CIS 진출 우리나라 기업 운영 실태
가.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현황 및 실적
CIS 권역에는 6개국에 15개 우리 기업이 정부에 등록 되어 있다(2016년 기준).
진출한 기업들은 2016년 370ha에서 653톤을 생산하였으며, 국내로의 반입은 이
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CIS 권역과 관련된 등록 기업은 다음과 같다<표 2-19>.
<표 2-19> CIS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현황(’16 기준)
구분

신고 연도
2010년

키르기스스탄
2014년

우즈베키스탄

사업자

대상 자원

동원농산종묘

씨감자

성생개발

고추, 체리

코도스농업개발

밀, 옥수수

다산

양파

윤상호

오이

영창제약

감초

2015년

에코이알티

감초

2010년

명성프라콘

토마토

2014년

메이비

옥수수, 양계, 양돈

2014년

아그로진

양파

2016년

㈜기반엔지니어링

토마토

2008년

이크림코리아

밀, 대두, 옥수수

2012년

현대자원개발

조사사업(밀, 콩, 옥수수 등)

타지키스탄

2009년

지씨앤티

누에고치 종자

아제르바이잔

2015년

프로시온

화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CIS 권역 진출로 등록된 기업의 주요 농산물은 씨감자, 옥수수, 밀, 양파, 토
마토, 감초 등이며, 고추, 체리, 오이, 대두, 누에고치, 화훼 등도 포함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계 및 양돈 등 축산도 관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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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우리 기업은 15개 기업이지만, 2015∼2016년도 중 일부라도 생산 실
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개로 약 27%만이 실제 생산 활동을 진행한 것으
로 나타난다<표 2-20>. 기존 설문조사44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1) 해외진
출 및 기자재 판매, 2) 해외 시설원예 기지 개발, 3) 체리 사업을 통한 사업성
증대, 4) 누에고치 종자 보급 및 누에고치 원료 확보, 5) 축산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CIS에 진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혼합
형으로 진출하였으며, 1개 기업이 생산형으로 진출하였다.
<표 2-20> CIS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적(’16 기준)
기업명

개발면적(ha)
’15 실적

키르기스스탄

343

영창제약

293

에코이알티

50

카자흐스탄

80

아그로진

80

㈜기반엔지니어링

’16 실적

’16년 신규

확보량(톤)
’17 계획

346

346
-

4
-

4
-

4

’17 계획

170

-

-

-

20

-

-

-

150

-

-

-

’15 실적

346

346
-

’16 실적

’16 반입량
(톤)

-

4

’16년 신규

653
653

1,400

-

-

-

1,400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나. 운영 현황
□ 투입재
기자재, 비료, 농약 등의 경우, 2개 기업은 진출국 현지에서 구입하는 반면,
2개 기업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에서 구입하는 기업의 주요 구입처는
지역 시장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4개 기업 중 농기계를 보유
하고 있는 기업은 3개였으며, 이들 중 2개 기업은 진출국 내에서 조달하였고,
1개 기업은 우리나라로부터 농기계를 수입하였다.

44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CIS의 경우 총 15개의 기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4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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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저장시설의 경우, 4개 기업 중 1개 기업(체리 업체)만 보유하고 있다. 이 업
체는 신규로 저장시설을 건설한 경우이다. 저장시설이 없는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향후 저장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방식으로는, 2개 기업(체리, 토마토)의 경우 수확 후 바로 유통을 시키
고 있으며, 1개 기업(축산)의 경우 1차 가공 후 유통, 1개 기업(양잠)은 건조 후
1차 가공까지 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 판매
생산한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기업은 4개 기업 중 3개였으며, 이들 중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1개 기업(토마토)이었다. 이 기업(토
마토)과 다른 한 기업(체리)의 경우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도 있다. 한편 1개
업체(양잠)만이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 있다.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실적 및 성과와 개선과제

4.1. 종합계획 지원수단별 지원 실적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지원 수단은 융자금
과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1. 융자금 지원사업
정부의 융자금 지원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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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사업권 취득,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2%+행정처리비용, 5년 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융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은 36개 기업(12개국 진출)으로, 약 1,553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또한
이 36개의 기업 중 21개의 기업은 융자금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융자금을 활용
하고 있는 기업은 13개가 있고, 1개의 기업은 현재 융자금의 개인전용 문제로
인해 법적인 소송 중에 있다.
정부는 당초 융자금 지원사업을 2016년까지 총 3,78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까지 집행된 융자금은 총 1,553억 원으로 계획 대비 41%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융자금 집행 실적은 2009년 210억 원, 2012년 300억 원,
2013년 35억 원, 2014년 280억 원, 2015년 140억 원, 2016년 126억 원으로 변
동이 심하며, 실제 지속적으로 정부의 융자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융자금이 삭감되는 주요 원인은 당초 해외농업개발의 목표가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의 반입으로 설정되어 있어(’18년 138만 톤) 목표치 대비 성과(’13∼’14년
1만 톤 미만)가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융자예산의 50%가 삭
감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이 발생하고 있다.
<표 2-21>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현황 (2016년 12월)
진출 대상국 수

융자기업 수

융자액(백만 원)

12개국*

36개 기업*

155,282

2009

6개국

11개 기업

21,000

2010

6개국

10개 기업

21,000

2011

5개국

9개 기업

25,192

2012

8개국

10개 기업

30,000

2013

3개국

3개 기업

3,490

2014

1개국

2개 기업

28,000

2015

3개국

3개 기업

14,000

2016

2개국

2개 기업

12,600

연도

합계

*: 중복국가 및 중복기업 제외.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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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외농업투자환경 정책조사 비용45 일체(농어촌공사 관
리)와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맞춤형조사(해외농업개발협회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 이외에 인력양성 및 기술 지원,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영농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
하고 있다.
<표 2-22> 해외농업투자환경 정책조사 실적(2009∼2016)
연도

조사 국가

조사 지역

조사 기간

우즈베키스탄

국가전체

6.8∼6.30

브라질

국가전체

7.3∼7.16

인도네시아

국가전체

11.9∼11.22

베트남

국가전체

11.9∼11.22

캄보디아

국가전체

11.9∼11.22

미국

국가전체

6.13∼7.2

호주

국가전체

7.4∼7.18

라오스

국가전체

11.14∼11.28

뉴질랜드

국가전체

12.9∼12.3

루마니아

국가전체

10.5∼10.24

러시아

극동3개주

5.19∼6.2

미얀마

국가전체

11.1∼11.16

몽골

국가전체

9.25∼10.08

파라과이

국가전체

11.4∼11.22

호주

북부분주 등 3개주

10.5∼10.19

러시아

로스토프, 스타브로폴

11.9∼11.23

2015

칠레

국가전체

6.13∼6.30

114

2016

현행화 작업

-

-

2.8

합계

15개국

-

-

1,39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사비(백만 원)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7a)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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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및 전문가들의 출장조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386

335

100
145

13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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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사는 농업경제, 토목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이 특정 지역·분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책조사와
맞춤형조사는 과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였으나, 최근 맞춤형조사는 해외농
업개발협회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정책조사는 폐지될 예정이며, 민간기업
의 투자환경조사에 초점을 두고 다시 농어촌공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2009∼2016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정책조사는 15개 국가를 대상으
로 17건이 실시되었으며, 민간에 의한 맞춤형조사는 35개 기업을 지원하여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정책조사에 지원된 예산은 약 14억 원이며, 민간의
맞춤형조사에 지원된 예산은 14억 3,6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맞춤형조사는
신청 업체가 급격히 감소46하고 있어 관련 예산47 또한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3> 해외농업투자환경 맞춤형조사 실적(2009∼2016)
구분

기업 수

대상 지역 수

지원액(백만 원)

2009

11

7

497

2010

6

6

258

2011

6

5

225

2012

4

4

129

2013

6

5

155

2014

3

3

70

2015

2

2

53

2016

2

2

49

합 계

38개 업체

32개 지역

1,436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7a) 토대로 재구성.

인력양성 사업은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대상 기초인력양성 프로그
램, 해외인턴 사업, 그리고 현지 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해외통신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인력양성 사업은 권역별(동남아, 러시아), 영농형태별 수요를 파악하
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이대섭 외 2016: 74-75). 또한

46
47

2009년에는 1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2015년은 2개 업체만 신청하였다.
2009년 예산은 4억 9,700만 원이었으나 2015년은 4,938만 원으로 급감하였다.

75

실제 교육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 프로그램은 종합대
학을 활용하여 약 2주간 시행되며, 국외 프로그램은 대상국에서 약 2주간 현지
교육·훈련 과정으로 시행된다. 2009∼2016년 동안 총 316명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국내외 과정을 연계하여 실시되나 2013년
은 국내교육만 제공되었다.
<표 2-24> 인력양성교육 추진 현황(2009∼2016)
구분

수료 인원

비고

2009

44

동남아(캄보디아) 과정 22명, 러시아 연해주 22명

2010

40

동남아(캄보디아) 과정 20명, 러시아 연해주 20명

2011

20

동남아(캄보디아) 과정 20명

2012

30

동남아(캄보디아) 과정 15명, 러시아 연해주 15명

2013

21

국내 전문가 과정 제공

2014

35

동남아(캄보디아) 과정 18명, 러시아 연해주 17명

2015

106

2016

96

합 계

392

국내(농기계 기술훈련 포함) 64명, 동남아(캄보디아, 베트남) 과정 23명, 러시아 연해주 10명, 호주 9명
국내 과정 47명,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과정 20명, 호주 18명, 러시아 연해주 11명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7a) 토대로 재구성.

해외인턴은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15명의 해외인턴을 파
견하였다. 연도별 2명의 인턴을 파견하다가 2015년부터는 3명의 인턴을 선발
하여 파견하고 있다. 해외인턴 제도는 파견인원이 적어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
려우나 실제 인턴에서 고용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턴 인력에 대한
현지 진출한 기업으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제공 사업은 온라인 웹사이트(www.oads.or.kr)를 통해 진출국의 농업 현
황, 관련 투자절차 및 법령, 주요 작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사업은 전문서적 및 해외농업저널의 발간, 특정 분야 컨설팅, 전문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 연구용역 사업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
하고 있다. 더불어 본 사업은 국내외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기업 및 개인 사업자 간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통신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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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시아의 경우는 2014년 “영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기업들과 극동
러시아 정부 간의 필요한 행정 업무 대행,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농기계 순회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대섭 외 2016: 79).

4.2. 종합계획의 성과
정부가 추진한 종합계획의 성과 분석은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해외농업개
발에 대한 문제점 및 쟁점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시사점
을 도출하여 향후 현실적인 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종합계획의 성과
는 1) 해외농업을 통해 개발한 농지 면적 및 확보 농산물량, 국내반입량, 2) 현
지 저장·가공시설을 포함한 유통 분야 시설 확보 정도 등의 양적인 성과, 3) 세
부추진과제별 달성 여부 등의 질적인 성과로 분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시설 확보 현황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의 종류 및 용도,
처리 가능 물량 및 실제 가동률 등 다양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보 가능한 자료48를 토대로 종합계획의 성
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2.1. 양적 성과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개발한 농지의 면적
은 2016년 7만 6,726ha이며, 확보한 농산물의 양은 약 43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확보된 농산물을 한국으로 반입한 실적은 2만 7,735톤이며, 확보량
대비 약 6.5%이다. 더불어 개발된 농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동남아시아가 약 5만 ha에 달해 가장 많고, 러시아는 2만 4,795ha, 그밖에 몽골
이 약 1,035ha 순이다<표 2-25>. 하지만 권역별 가용면적은 개발된 면적보다

48

해외농업개발 유관기관 내부자료 및 정부 제공자료, 권역별 현지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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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민간기업
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약 10만 ha 수준으로, 판매망 확보나 농지 개간의
경제성 확보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개발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25> 해외농업개발 양적 성과
국가

개발면적(ha)

기업

’15 실적

확보량(톤)

’16 실적

’15 실적

’16년 반입량(톤)

’16 실적

29개국

*167

73,552

76,726

284,960

426,141

27,735

러시아

13

22,923

24,795

66,710

66,983

9,643

중국

24

24

97

1,788

7

-

몽골

11

3,890

1,035

1,762

771

40

동남아

88

45,124

49,622

196,103

345,152

18,052

CIS

16

466

371

170

653

-

남미

6

778

597

5,009

1,112

-

오세아니아

3

100

120

9,276

11,337

-

아프리카

6

247

89

4,142

126

-

* : 중복기업은 1개로 산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개발면적, 확보량, 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특히, 확보량은 급증하
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곡물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유통
형 기업이 구매한 곡물이 많아진 요인도 있다. 또한 실제 자료는 동남아 지역
에서 생산된 카사바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농산물의 확보가 많아졌기 때문으
로 곡물의 반입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동남아 권역의 특성상 곡물
생산 및 유통 → 곡물 및 카사바 생산 및 유통 → 열대과일 및 기타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면적, 확보량, 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특히, 확보량의 변화 추
이는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곡물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량이 많아
지거나 유통형 기업이 구매한 곡물이 많아진 요인도 있다. 또한 실제 자료는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카사바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농산물의 확보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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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으로, 곡물의 반입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동남아 권역의 특
성상 곡물 생산 및 유통 → 곡물 및 카사바 생산 및 유통 → 열대과일 및 기타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확보량, 반입량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에서는 세부과제별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4.2.2. 세부과제별 성과

□ 진출 지역 다변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인 진출 지역 다변화 전략은 5개 권역 13개국을 중점 지
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5개 권역은 <표 2-26>과 같이 동북아,
동남아, 동유럽, 남미, 북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점국가는 흑해연안을 포함
한 러시아 3개 지역, 동남아시아 6개국, 우크라이나, 남미 3개국과 북미 2개국
이다. 지역별 추진전략은 농장의 규모와 사업유형(농장형, 유통형)의 형태를 구
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품목은 옥수수, 콩, 밀 등의 곡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남아시아는 카사바가 포함되어있다.
<표 2-26> 중점 지역 선정 및 추진전략
권역

중점국가

추진전략

동북아

러시아(연해주, 아무르)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장개발, 중장기 유통(카사바, 옥수수)

동유럽

러시아(흑해연안), 우크라이나

식용 밀 확보, 저장·유통(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유통형기업 진출(콩, 옥수수)

북미

미국, 캐나다

곡물 메이저유형 시장 진입(옥수수, 콩, 밀)

자료: 농식품부(2012)를 토대로 재구성.

대규모 농장개발, 유통망 확보(옥수수,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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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중점 지역별 진출기업 수 및 개발 현황(2016년 12월 기준)
진출 국가

운영기업 수/신고기업

개발면적(ha)

확보량(톤)

반입량(톤)

주요 확보 품목

러시아

8/13

24,795

66,983

9,643

옥수수, 콩

캄보디아

7/30

12,932

218,950

15,182

카사바, 사탕수수

미얀마

1/1

344

870

870

라오스

1/11

82

420

-

베트남

2/10

90

2,030

2,000

옥수수

필리핀

1/13

12

80

-

옥수수

인도네시아

4/20

36,256

123,302

-

카사바, 오일팜

흑해연안

0/0

-

-

-

우크라이나

0/2

-

-

-

브라질

2/4

575

1,001

-

아르헨티나

0/0

-

-

-

파라과이

0/0

-

-

-

미국

0/4

-

-

-

캐나다

0/0

-

-

-

합 계

26/108

75,086

413,636

27,695

콩
옥수수, 콩

옥수수, 콩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7a) 및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작성.

중점 국가별 해외농업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표 2-27>과 같다. 중점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총 108개(등록 기업)이며, 이 중 26개 기업인 약 24%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9
중점 지역의 기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기업의 65% 수준이
며, 현재 운영 중인 총 기업 수(46개 기업)의 56%이다. 중점 지역에서 개발된
면적은 7만 5,086ha이며, 인도네시아가 3만 6,256ha로 가장 많고, 러시아 2만
4,795ha, 캄보디아가 1만 2,932ha 순이다. 중점 지역에서 개발된 농지 면적은
해외농업개발의 총면적(7만 6,726ha)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점
지역에서 확보한 농산물은 총 41만 3,636톤이며, 이 중 캄보디아가 21만 8,950

49

사용된 자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전화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적이며, 이는
무응답 기업 등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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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가장 많으나 카사바와 사탕수수가 주요 품목이다. 인도네시아는 12만
3,302톤으로 카사바와 오일팜을 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대부분 콩
과 옥수수를 확보하였는데 그 수량은 약 6만 7,000톤이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농산물은 약 2만 7,695톤으로 총 반입
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 반입된 농산물은 콩, 옥수수, 주정용 카
사바, 사탕수수 등이며, 알팔파 등의 조사료도 포함되어있다.
□ 국내반입 활성화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나) 제도 개선
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고, 다) 해운사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으로 종합상사의 곡물유통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기업의 곡물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가. 유통형기업 자금 지원 확대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은 융자금이 대표적이나, 유통형기업에 대한
융자는 농장형기업과 비교하여 형평성 및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자금 지원 범
위(대상품목, 시설물 확보, 인프라 구축)가 확대되기 어렵다. 최근까지 정부는
약 1,55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표 2-28>.
2009∼2012년까지는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이 주
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북미, 남미 등 다양한 권역에 진출
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국제곡물가격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도와 신규 투자 감소로
인해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급감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의 융자금 지
원은 동남아시아와 러시아권역 진출기업들에 편중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의 수는 총 36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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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유통형기업은 12개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12개 유통형기업은 동
남아시아가 10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와 북미가 각 1개 기업이다. 따라서 유통
형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농업개발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남아시
아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29>. 하지만 정부에 유통형
사업으로 신고한 기업의 수가 21개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융자금 지원을 받은
유통형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각 유형별
지원 금액의 검토를 통해 정부의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표 2-28>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현황(’09∼’16년)
융 자 액(백만 원)
대상국가

계

’09-’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유통형/융자업체 수
(융자횟수)

155,282

67,192

30,000

3,490

28,000

14,000

12,600

12/36
(48회)

36,837

24,636

7,201

3,000

0

0

2,000

1/6
(10회)

몽골

3,600

500

1,600

0

0

1,500

0

0/3
(4회)

남미(1개국)

7,018

3,047

3,971

0

0

0

0

0/2
(3회)

동남아시아
(6개국)

90,489

29,263

9,636

490

28,000

12,500

10,600

10/22
(28회)

북미(1개국)

9,500

9,500

0

0

0

0

0

1/1
(1회)

오세아니아
(2개국)

7,838

246

7,592

0

0

0

0

0/2
(2회)

12개국 계
러시아

주: 한 개 기업에 복수의 융자 지원으로 기업 수와 융자 횟수가 불일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2009∼2016년 동안 융자금은 유통형 기업에 약 55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체 융자금의 35% 수준이다. 러시아와 북미에 진출한 유통형 기업에 지
원된 융자금은 2009∼2011년에 제공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지원된 실적이 없
다. 러시아의 경우, 농장형으로 분류되어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도 실제 저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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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확보를 위해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순수하게 유통형 기업으
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총 융자금 906억 원 중 약 43%인 393억 원이 유통형 기
업에 제공되었다. 또한 다른 권역과 다르게 유통형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진출
해 있는 기업이 유통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통 시설의 선점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여 사업
규모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29> 권역별 유통형, 농장형 융자 지원 현황
융 자 액(억 원)
대상국가

계
유

12개국 계

’09~’11년
농

유

유

’13년
농

유

’14년
농

유

’15년
농

유

’16년
농

유

농

299

471

16

217

5

30

115

165

15

125

106

20

68

398

68

276

0

72

0

30

0

0

0

0

0

20

몽골

0

36

0

5

0

16

0

0

0

0

0

15

0

0

남미(1개국)

0

70

0

30

0

40

0

0

0

0

0

0

0

0

동남아시아
(6개국)

393

513

136

157

16

81

5

0

115

165

15

110

106

0

북미(1개국)

95

0

95

0

0

0

0

0

0

0

0

0

0

0

오세아니아
(2개국)

0

11

0

3

0

8

0

0

0

0

0

0

0

0

러시아

556 1,028

’12년

농

주: 유(유통형), 농(농장형).
자료: 이대섭 외(201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oads.or.ke/oversea-present: 2017.10.23.),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한국농어촌공사2016b, 한국농어촌공사 2017)를 토대로 재구성.

나. 제도 개선
국내반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제도는 융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수입권 공매제와 TRQ 물량 확보가 대표적이다. 수입권 공매(Quota Auction)50
50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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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TO 시장접근물량(TRQ)의 수입관리 방식 중 하나이며, 정부가 저율관세
를 적용한 수입권을 실수요자 또는 해외농업개발 기업, 무역업자 등에 공매해
낙찰자에게 수입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권 공매는 고가 응찰 순으
로 낙찰된다.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수입권 공매 낙찰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공매 방식으로 국내반입된 농산물은 수입권 낙찰가격에 수
입원가(현지 농산물 구매가격, 운송비, 통관비 등)를 더한 가격으로 국내 시중
에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권 공매(콩)는 2014년 390톤에서 2015년은 500톤으로 증가하였고 2016
년은 1,500톤까지 증가되었다. 또한 할당관세(옥수수)는 2013년 3,183톤에서
2016년은 5,000톤까지 증가되었다. 하지만 수입권 공매제나 TRQ 물량 확보는
주요 진출국(러시아 연해주, 인도네시아)에 중점 지원하고자 하며, 국내반입
확대를 위해 TRQ 수입권 공매 물량 확보 및 국내 도입 실적은 2015년 TRQ
500톤 중 연해주산 500톤, 2016년 TRQ 1,500톤 중 연해주산 1,090톤을 반입하
였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반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기간에 국내곡물반입
에 유리한 유통형 해외곡물 사업 우선지원 및 융자대상자 선정 시 국내반입 실
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2016년 6월)하기로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를 통해
합의하였다.
다. 유통사업 참여
정부는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aT 그레인(aT Grain)을 설립하여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국제곡물유통사업 진출은 미국을 우선 국가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400만 톤의 곡물 반입을 목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475만 톤의
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 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
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
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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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였다. 곡물별로 2020년까지 설정된 반입 목표는
밀 119만 톤, 콩 60만 톤, 옥수수 290만 톤 등이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전략은 시카고 현지에 곡물회사를 설립하여 곡물엘리베
이터(산지엘리베이터 10기, 수출엘리베이터 1기 등 총투자금액 2,310억 원 예
상)를 조기에 확보하고, 2012년 92만 톤 상당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직접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카고에 본사를
둔 곡물회사 aT Grain Company(AGC)는 2011년 4월 설립·운영되었으나 다양
한 문제로 인해 2014년 현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AGC는 기존 곡물 메이저의 유휴자산을 매입하여 곡물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AGC는 미국 내 약 1만 2,000개의 곡물엘리베
이터(리버엘리베이터 및 기차역 인근 엘리베이터 등 중간 터미널 엘리베이터)
중 10개 시설을 검토하여 다양한 인수 협상을 진행하였다.51 하지만 정부예산
지출이나 행정처리, 예산규모 및 지출 승인 절차 등 다양한 문제로 지연되었고
2012년 곡물 가격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가격 또한 급등하여 곡물엘리베이터
인수에 실패하였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철수 원인은 1) 북미 사업기획 단계에서 다
양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 미국 내 국제곡물과 관련된 비즈
니스의 역학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3) 컨소시엄 기업별 이해관계가 상이
하여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4)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가 작아 효과
적인 사업을 위한 시설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진출 전 다양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추진의 내부적 목적은 aT 센터가 주관해야 하는
이유로 국한되어 실용성이 없었으며, 연구 결과도 선물시장을 통해 현물을 확
보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사전준비 부족이 실패의 한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 비즈니스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 기조에
순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출 기조는 구매자 위

51

당시 AGC 현지 대표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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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 기획되는 등 방향성에도 문제
가 있었다.
더불어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STX, 삼성물산, aT 센터, 한진)을 통해
진출하였기 때문에 각 기업별 의사결정구조(이사회를 통한 승인) 및 이해관계
가 달라 투자 적기에 자금이 지출되지 못해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나
타났다.
실제 업계에서는 10만 톤 수준의 곡물을 동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연 70
∼80회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정부 지원 예산은 곡물비즈니스에 필요
한 시설물 확보에만 치중되었으며, 확보된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이나
곡물의 구매를 통한 시설 운영비52는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인 지원이라 평가
되고 있다. 더불어 AGC가 시설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기존 고용인 승계, 기
존 곡물거래 파트너와의 관계 지속, 거래 타이밍에 적합한 예산 투입 등은 고
려되지 않은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기업 육성
해외농업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융자금 지원 대상 품목을 확
대하였으며, 투자전문회사 설립, 모태펀드 활용, 투자 로드쇼 개최, 특별융자지
원(무담보),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교육과정 개설(전문교육, 대학원, 선진사
례), 정보제공(심포지엄, 워크숍, 자료집 제공), ODA 연계지원 등의 다양한 세
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자금 지원 대상 품목은 당초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곡물에 한정되었으나 커피, 카사바, 사탕수수 등으로 확대되었다.
투자전문회사 설립이나 모태펀드 활용 방안은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로드쇼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우수기업 대상 특별융
자 지원(무담보 등)은 2016년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융자 신청 시 가점을

52

통상 시설 구매내용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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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방안이 합의된 정도이다. 해외농업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나
연관 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전문 대학원 개설 등은 현재 실적이 없는
실정이나, 해외농업개발 단기 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 심포지엄, 자료집 배포
등 교육 훈련과 관련된 사업은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농업협력 MOU는 현재 25개국과 체결되었으나, ODA와 해외농업개
발과의 실질적인 연계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4.2.3. 지원 체계 내실화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기업에 대한 정부조직의 지원 체계를 내
실화하고자 국별 농업정책조사 및 맞춤형 투자환경조사 확대, 해외농업투자 관
련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강화,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농업개발정보센터'
운영,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정책 및 사업 공조, 해외농업개발협회 운영, 권
역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거점 지역 중심 세미나 개최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정책조사 및 환경조사는 그동안 많은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실제 제공되는
내용의 전문성이 낮아 2017년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축소통합하기로
하였으며, 정보제공 사업은 해외농업개발협회로 이관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기관 간 사업 공조에 관해서는 각 기관별 예산 확보
의 목적이 다르고 전문가 활용이나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단일 사업의 합동추
진을 위한 공조는 어려우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는 상시 공유
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는 지역별 진출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구축되어 활동하였으
나 민간기업의 특성상 해외농업개발에서 확보한 정보가 기업 경영의 수단으로
고려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세미나 및 워
크숍은 간헐적으로 개최되어 정보 공유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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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외농업개발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검토된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권역별
민간기업 운영 실태, 정부의 지원 실적과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종합
계획의 문제점을 세부 분야별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분야는 제도, 지원전략과 실행의 연계, 거점 지역 등 8개 분야로 구
분하였다.

4.3.1. 제도 정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해농법”)｣의 목적은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
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은 2011년 장기적·안정적 해
외곡물 공급망 확보와 축산·원예·종자·농자재 등 농산업의 해외진출 투자촉진
도모 → 2012년 장기적·안정적 해외곡물 공급망 확보 → 2013년 안정적인 해
외 곡물 공급선 확보로 곡물 수급 불안 극복 → 2017년 국제곡물가 불안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7년 해외농
업개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의 목표를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대비
한 안정적 곡물수급을 위한 주요 곡물의 확보로부터 한국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그동안 진출국 물류 및 기타 산업
여건상 해외에서의 농산물 반입의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고, 이로 인한 실
적 부진으로 인해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해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농업자원은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이고, 동법 제5항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의 개념인 생산, 가공, 제조, 조
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
업개발사업의 융자 대상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비용,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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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비용 및 영농 비용,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제 비용, 축산물 생산에 소요
되는 시설의 설치 및 가축 구입자금 제외한 운영자금,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기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 ｢해농법｣ 제33조에 의하면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 명령 수용이 가능
한 자,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201753).
결과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진출하여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사료
작물을 중심으로 투자한 기업은 정부의 융자금 지원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에 따르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축산과 식품가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종합계획상의 전략은 축산과 식품가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종합계획의 연계
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해농법｣의 근거
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
는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공성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 대상은 ｢해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
외농업자원의 개념을 고려하여 가공, 저장, 포장 등 포괄적인 농산업 분야와 생
산 및 유통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차와 매입을 포함한 농업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상시 반입 명령은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융자 시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반입 시 현지판매와 반입비용 등을 고려한 수
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보장제 등의 유인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5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115#0000,
검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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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세부과제와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연계 강화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은 융자금과 보조금이다. 즉 정부
는 종합계획을 통해 공표된 지원전략을 융자금과 보조금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정부가 계획한 해외농업개발 전략은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통해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유통기업에 우선지원하여 유통망을 확보하는 전략이나, 실적이나 성과가 높
은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 등의 융자금 제공을 통해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는
방식은 융자심의 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많을 시 정부 전략을 고려하여 선택적 지원을 통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융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정부의 전략 시행
을 위한 융자금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2017년부터 해외농업개발의 목표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으로 전환되면
서 특정 곡물이나 농산물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과 유통형이나 농장형으로
구분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 등은 현실적이지 못하여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
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정책조사와 민간기업의 맞춤형조사는 과거 농어
촌공사에서 시행하였으나, 최근 맞춤형조사는 해외농업개발협회로 이관하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정책조사는 제
공되는 내용이 민간기업의 수요와 맞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심층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두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보조금 사업 중 기술 지원사업 외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은 감소하
고 있다(이대섭 외 2016: 74). 따라서 정부는 향후 주요 사업인 정보제공, 인력
양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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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거점 지역 육성
제1차 종합계획(2012~2021)은 민간기업의 진출 지역 다변화 전략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분석되었듯이 실제 해외농업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그리고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다. 진출 지역 다변화 전략은 당초 다양한 권역에 진출하여 농산업의 외
연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융자금 지원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
문에 정부전략에 적합한 융자금 지원 방식을 개편하거나 규정에 명시하여 다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융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해외농업개발의 목적과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식량안보 강화와 진출기
업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변화 전략보다는 거점 지역 선정을 토
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정부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권역별 적정 작목의 특화를 통한 규모화에 역점
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기업의 진출 품목은 동남아시아는 열대과일을 비
롯한 카사바 등의 특정 작목에 집중되어있고, 연해주에서는 곡물 위주의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는 고품질 고소득 작목과 관련된 지원을 토대
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도출, 연해주는 곡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 규
모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반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즉 동남아 권역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연해주는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둔 지원으로 해외농업개발의 당
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거점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민간기업이
국제곡물 사업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흥 곡물수출국을 향후 집중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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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크라이나는 극동러시아와 다르게 토질이 농업에 적합하고 대규모 곡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오데사 등의 수출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투자유치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거점국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3.4. 국제곡물시장 진출
최근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 정책의 기조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반입 물량 증가를 정책적 목표
로 설정,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현지여건상 달성하
기 어려웠다. 또한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한 국가의 식량안보 강화는 다양한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자사의 외연 확대를 통한 수
익 극대화로 정부의 목적과 다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농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민간기업
의 진출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대상
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시켜 결과적으로 대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한 공적인 부문은 대상국 농산업, 특히 곡물유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유
통시설 및 운영의 노하우를 획득하여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적인 부문에서 자국의 식량안보 강화 목적을 달성하는 전
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된
추진전략으로, 민간기업에게는 해외농업 진출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이 제공되
고, 공기업은 국제곡물시장에 진출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aT를 통해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제1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철
수 경험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은 장기적 식량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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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엄밀
히 말해 민간기업이긴 하나 공적인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농협(농협사료)
은 장기간의 선물거래와 베이시스(basis)거래를 통해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중
요 정보와 곡물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더불어 농협은 경제사업
과 금융사업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경제사업과 관련된 신규투자 분야가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 특히 유통 부문의 진출은 민·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농협 등 기타 공기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도
될 필요가 있다.

4.3.5.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은 현지 유통 및 물류 인프라,
해양 및 육상 운송 체계, 품질 관리, 수요처 확보 등 다양한 문제로 그 실적이
저조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현지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가령 유통 및 물류 인프라는 실제 대규
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으로 민간기업의 독자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한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곡물을 생산, 판매하는 부분은 현지 토양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기술의 적용과 더불어 적합한 시비, 수확 후 관리, 저장 및
운송 등의 다양한 품질관리 과정이 필수적이나 관련기술 개발 및 현지 적용에
필요한 재원과 인적자원은 민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국제개발협력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기조이다. 국제적
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그 패
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지속가능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추진
되었던 농식품부와 외교부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PPP)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민간기업의 사업 분야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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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은 양 분야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4.3.6. 기술 지원 체계 개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품목
을 선정하고 맞춤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권역별로 대상품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 지원 체계는 이점을 고려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는 진출 초기 곡물 위주의 사업체계에서 열대과일, 사탕수
수, 카사바(타피오카), 팜오일 등 소득 작목으로 전환되어 이에 적합한 기술 지
원이 필요하며, 극동러시아는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위주의 사업체계가 구축되
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민간기업에게 효과적인 기술 지원은 현지 사정
에 익숙하고 시의 적절한 기술협력이 가능한 상주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
다. 현재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주기관은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가 유
일하다. KOPIA 센터는 2017년 현재 총 20개 국가에서 대상국의 농업기술 개
발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사정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KOPIA 센터의 운영은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소장
1명과 대학생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KOPIA 센터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농진청과 농식품부가 운영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4.3.7. 인적 역량 강화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그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
요한 부분이다.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경영관리 인력과 기술 인력, 특
정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관리 인력은 전반적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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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야 하며, 기술 인력은 토양, 용수, 기자재 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 인력은 곡물과 같은 특정 작목의 국제시장에 대한
지식과 유통 등 농산물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지식과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여
야 한다.
민간기업은 경영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효과
적인 경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상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영관리 지원
인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 제도(연간 3명)를 대폭 확대하여 현지고용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인력은 단기간 육성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관련 기술의 전문지식이 축적
되어 있는 퇴직자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은 민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공공 부문의 국제곡물유통사업 진
출 등을 통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는 외국계 기업을 통해 전문 인력이 육성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관련
업무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인력들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육성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국제곡물유통사업 진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3.8. 정보제공 체계 개선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www.oads.or.kr)을 통해 대상국 농업 현
황, 법인 설립 절차 등 투자 시 필요한 제도 관련 정보, 주요 작물 현황 등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협회는 해외농업개발 관련 워크숍 개최
등 해외농업개발 종사자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이대섭 외 2016: 78). 특히, 워크숍 및 세미나는 국내와 현지로 구분하
여 실시되고 있으며, 분야별 조사 결과의 성과 확산, 연관 산업 동반 진출 등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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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농업 분야 유관 기관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 특히 KOTRA,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ODA 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다양한 기관의 관련 정보가 포함된 포털 형식의 정보제공 체계로 개편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실제 기진출기업과 신규진출 및 진출준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체계를 분류,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5.1. 권역별 진출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우리 기업이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국의 부족한 자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가 농업 부문 전체를 투자 우대 부문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
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쌀과 같은 주곡의 경우, 농업 후방산업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타
작물의 경우 직접 재배를 위한 투자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카사바와 옥수수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되고 있는 진출 품목으로는 카사바, 망고, 옥수수를
포함한 커피, 캐슈너트, 콩, 바나나, 팜오일, 양계 등 다양하다. 이는 진출기업들
의 수익성 유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품목의 전환, 혹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은 우리 농산업
체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라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을 선정, 생산과 더불
어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의 진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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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시아는 정부의 개발 의지가 강하며, 향후 정부 차원의 지속적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 발전전략인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은 농업과 가공업을 연계하는 세부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부문에서의 투자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주요 프로젝트는 콩 가공공장
의 건설이다. 이는 콩의 주요 생산지이지만 가공시설 부족으로 인해 극동러시
아 지역에서 생산한 콩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함이다. 콩의 주요 생산지인 아무르 주와 유태인 자치주를 거점으로 하
는 콩 가공시설 프로젝트와 더불어 캄차카 지방, 사할린 주, 아무르 주에 ‘아그
로 인더스트리 파크(농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콩과 사료
곡물의 가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관련 곡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
집에서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관련 개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들에의 진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과 종합계획을 비교해보면, 진출기
업들의 주요 생산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으로 종합계획에 맞는 품목을 생산하
고 있다<표 2-30>.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으며, 유통과의 연계는 미미하다. 더욱이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은 판매 및 유통 관련 부분으로, 특히 건조·보관·가공·운송 등의 시스템 구축에
<표 2-30> 극동러시아 해외농업개발 수요 및 향후 진출전략
진출대상국
현황 및 수요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
진출전략

향후 진출전략

주요 품목

주요 품목

주요 품목

주요 품목

콩, 옥수수
개발 수요
가공 및 유통
자료: 저자 구성.

콩, 옥수수

콩, 옥수수
개발 수요

콩, 옥수수
추진전략

추진전략

생산, 식품산업, 유통 등 연계,
가공형기업 지원 강화,
유통 및 판매 관련 인프라 구축,
유통망 확보를 위한 러시아 기업과의 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극동러시아
현지판매, 국내반입
전략적 협력
기업 및 우리 진출기업 컨소시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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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통망 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관계
는 구축된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진출전략상 유통 부분에서
의 지원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CIS 국가의 농업 부문은 유통 및 농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입재 시장이 과
점적이며, 농업용수의 부족, 산업 분야의 공기업 주도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존
재한다(이대섭 외 2015). 즉 물리적인 제약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제도적 요
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에 걸리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도 있으며, 농업 교육 및 연구 기반 부족 등
으로 인적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 한편 CIS는 농촌 지역 인구 유출 경향으로
인해 농촌 지역 고령화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토질의 악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CIS 국가는 대체로 농업에 유리한 기후조
건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러 CIS 국가들이 농
업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가 대표
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CIS 국가별 농업 여건에 맞는 품목의 선
택을 통해 선별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각각의 정책적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한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제1차 종합계획(2012∼2021)은 CIS 권역에 특화된 진출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기존에 거래 실적이 있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만이 마련되어
있었다. 반면 일부 우리 업체들은 CIS 국가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기업이 일정 부분(양파, 토마토, 감초)의 성과(개발면적 및 확보량)를 도출
하고 있다. 해외진출 업체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CIS 진출 4개 업체
는 체리, 토마토, 축산(양계), 양잠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
고자 하는 양잠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3개) 기업은 현지 및 인근 지역으로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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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합계획 추진 실적으로부터의 시사점
현황 분석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정부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계획의 성과는 대부분 극동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북아 1개국과 동남아 2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두보 확보 후 확산
및 규모화 단계를 거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단계별 계획은 실제 교두보 확보
(러시아 연해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반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은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
입권 공매나 TRQ 물량에 해당하는 품목(콩, 옥수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품목에 대한 반입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
렵다. 특히, 2017년부터 해외농업개발의 목표가 국내반입을 통한 식량안보 강
화에서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내반입을 위한 지
원 대상 품목은 확대되어 민간기업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곡물을 위주로 하는 식량안보는 현재와 같은 민간기업 지원 방식으로는
강화되기 어렵다. 국내곡물 관련 사업은 최저가에 곡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초
점을 두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와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안보는
민간 부분이 아닌 공적인 부분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강화될 수 있다. 곡물조달시스템을 위한 한국의 방향은 국제곡물유통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시범사업(pilot) 형태의 거점을 확보하고, 확보된 시
설의 운영 방식을 기존 운영진에 전수 받아야 하며, 거점을 토대로 국내에서
인력을 장기간 파견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전략은 국내 자체수요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소량(컨테이
너 운송 가능) 거래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시 가치사슬 내에서의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규모 확대 시 효과적이며, 기타 관련 품목도 관
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비상시 조달 명령은 품목별 가
격지불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시장가격을 보장한
다는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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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제1차 종합계획(2012∼2021)의 추진과제와 실제 융자금 집행
실적은 연계성이 크게 부족하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수단은 융자금이 대표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융자지원 방안과
는 연계가 부족하여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유통형 기
업 육성이 세부전략이라면 유통형 기업에 대한 융자금이 차별된 방식으로 지
원되는 등 제2차 종합계획은 세부 추진과제와 융자 집행규정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극
동
러
시
아

동
남
아
시
아

구분

주요 품목

○ (유통) 저장시설 구축
1) 진출기업의 저장시설 추가 설립 계획
2) 노후한 저장시설을 보유, 품질관리 어려움
○ (판매) 안정적인 사료작물 판매망 확보 필요
1) 국내반입 시 품질 및 물류비용과 관세 문제
2) 현지판매 혹은 수출 시 안정적인 수입업체
확보 어려움

○ (생산) 옥수수 및 콩 생산 증대
1) 옥수수 및 콩 수출 물량을 20만 톤 이상
2) 연해주 육류 수요의 80%까지 자급
3) 극동지역 및 중국에서의 콩(기름용, 사료용, 가공용) 수요 증가 대응
○ (유통) 농산물가공 및 유통에 초점을 둔 가치사슬 기반 구축
1) 농업과 가공업 연계 및 강화
- 콩 가공시설 구축
- 농공산업단지 조성
2) ‘극동곡물통로’ 설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식의 곡물터미널 설립
3)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인 클러스터 전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콩, 귀리, 옥수수, 밀
개발 수요

주요 품목

시사점

□ (생산) 주요 품목의 생산 강화 필요
○ 옥수수, 콩 등의 곡물로 개발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는 품목이
생산되고 있음
- 옥수수와 콩 수요 증가 전망
○ 생산을 증대, 곡물 생산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모화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함
□ (유통) 가치사슬 기반 구축 필요
○ 극동러시아 정부와 우리 기업 개발수요: 가치사슬 기반 구축
- 가공과 저장시설 구축, 곡물터미널, 산지엘리베이터 등의
곡물유통망 확보, 단독기업이 투자의 어려움
○ 러시아 기업과 전략적 협력 방안 고려, 컨소시엄 혹은 민관 협력
형태의 투자 고려 필요
1) 컨소시엄
2) 민·관 협력
○ 가치사슬 기반의 수직적 계열화, 가치사슬 내 가공에 초점을
둔 수평적 계열화 혼합, 농가공 클러스터 조성

□ (생산) 생산 품목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 전략 품목의 다각화 필요
- 옥수수, 쌀, 카사바 등 곡물류의 경우 정책적 수요에 따른 농업
기자재 수요가 풍부함에 따라 관련 업체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 (생산) 주요 생산 품목 다각화
있으며, 고소득 품목으로 고려되고 있는 열대과일 분야의 직접
- 옥수수 생산성과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건조·저장·가공·포장 등 관련 전후방 산업 진출 고려 필요
망고 등 과일류로의 상품 다변화가 진행 중 □ (유통)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유통) 저장 및 포장시설 구축
- 사업/품목 다변화 추진 시, 투입재 시장을 포함한 가공 등
- 저장시설 구축,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
부가가치 창출 활동 추진 가능 여부 등 사업 제반 환경을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 존재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기타) 양질의 기자재 조달이 어려움

개발 수요

옥수수, 카사바, 대두, 망고, 팜유 등

주요 품목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개발 수요

콩, 옥수수

○ (생산) 쌀, 옥수수 생산 증대 및 주요 상업 작물 수요 증가
1) 쌀, 열대과일,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소고기 등 식량자급 및
소득증진을 위한 생산량 증대
2) 옥수수 개발 수요 증대
- 사료 원료 수요 증가 등
○ (유통) 농업유통에서의 가치사슬 확보 및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
- 산지유통 관련 저장시설 등 현대화된 인프라 구축
○ (기타)농산업 기자재 부족
1) 현지에 특화된 농기계 수요 풍부
2) 비료, 농약, 종자 등 투입재 관련 정책 수요가 많음

개발 수요

쌀, 옥수수, 카사바, 팜유, 고무, 커피 등

주요 품목

권역별 정책 수요 및 현황

<표 2-31> 권역별 정책 수요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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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구분

개발 수요

○ (생산) 육류, 우유, 옥수수, 유지작물 등 생산량 증가
1) 옥수수, 육류 생산 증가
○ (생산) 2015∼2016년 양파, 토마토, 감초
- 소득 증가로 인한 육류 소비 수요 증가가 주 원인
등의 현지 생산이 이뤄졌으나 반입 실적은
2) 유지작물 재배면적 증가 - 수익성에 기인
보고되지 않음
3) 품종 개량 수요 존재
- 곡물류보다는 소규모 품목의 생산 실적이
○ (유통) 농산물유통 등 가치사슬 체계 개선 추구
보고되고 있음
1) 저장 및 운반 시설 미비 - 곡물터미널, 내륙 사일로 등 투자 수요
- 체리, 산란계, 양잠 생산 업체의 활동도
존재
보고되고 있으나 공식집계로는 잡히지 않음
○ (기타) 관개시설 구축 수요 존재, 토지 제도 정비, 식량안보 강화,
세제 시스템 개선 등 정책 및 제도 정비 수요 존재

개발 수요

밀, 옥수수, 대두, 토마토, 양파, 산란계,
씨감자, 체리, 양잠 등

주요 품목

주요 품목

육류, 우유, 옥수수, 유지작물, 과일 및 채소 등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권역별 정책 수요 및 현황
□ (생산) 주요 품목의 생산 강화 필요
○ 옥수수, 유지작물, 축산 수요 증가
- 현지 토지 정책 및 관개 인프라 등 고려하여 생산
부문에 대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유통) 부문별 접근 방식 필요
○ 인프라 확충 및 유통 체계 개선 정책 수요 존재
-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내륙국임을 고려하여
유통 채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유통 비용 감소 방안으로 생산·가공 연계, 혹은 조달처
확보하여 가공업에만 진출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 우크라이나는 곡물 사업의 가치사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 진출 독려 필요

시사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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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및 사례

1. 일본54

1.1. 해외농업개발 개요
1.1.1. 해외농업개발 배경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20세기 초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
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부터 농업개발을 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보상한다는 명목과 함께 지리적
으로 근접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일본이 농업개발을
위하여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농민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해외농업개발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농민조직 부실 또는 부재와 낮은 농업 생산성을 지목하고 있다.
1973년 미국정부가 대두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식량안보 문제 해결의 필요

54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진행한 연구진 일본 현지 출장 결과 및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게시 자료(http://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bout.html, 검색
일: 2017.11.29. 접속)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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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의 역사적 보상차원이 아닌, 대두 등
주요 식량작물 수입국 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즉 미국이 대두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본은 기존의 역사적 보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 문제와 결부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식
량수입국을 다각화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작물을 일본으로 들여오기 위한 식량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위 ‘식량자원 외교’에 집중하였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방향 전환기에 브라질은 1960년대 국가 통합과 내륙 개발을 위하여 수도를 브라
질리아(Brasilia)로 이전하고 1975년 ‘세하두 거점 개발계획(POLOCENTRO)’을
발표하며 세하두 지대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농업개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때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브라질 세하두 지대를 일본이 개발하
기로 하고 일본과 브라질 정부 간의 ‘세하두 농업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전체 식량공급량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2위의 외환보유량, 일본 초국적기업의 강력
한 국제 네트워크, 막대한 금융자산규모 등 각종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
량수입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해외농업개발과 투자에 대한 논
의는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에 대한 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대기업의 해외농업투
자는 감소하였다. 특히 직접 생산 형태의 투자와 개발은 기피하였다. 대신에 농
산물 생산과 가공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진출 대상 지역의 농
업에 간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2008년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한 후, 2009년 일본 농림수산성과 외무
성은 해외농업개발을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
웠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투자증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열린 라퀼라 G8회담에서는 일본이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을 제안하며
전 세계 해외농업개발에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닐 것을 예고하였다.
2009년 이후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농업투자를 위해 카자흐스탄, 앙골라, 우크
라이나, 모잠비크, 우루과이와 양자투자협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로

105

인해 스미토모, 미쓰이, 이토츠, 마루베니 등 일본의 주요 무역기업들 또한 해
외 식량생산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1.1.2. 진출전략
일본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2014년 6월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 소비 각 단계
를 연계한 일본 농식품산업의 전방위적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원예작물 생산, 고성능 농업기계 도입의 장려, 상대국 농업 인프라의 정비, 가치
사슬 각 단계에서의 인재 육성 등 일본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
로 해외 농산업 부문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일본식’,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고도의 농업 생산/제조/유통 시스
템(ICT,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기술, 식물공장 등)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부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로써 식품 가치사슬 전체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더욱 큰 가치를 가져다주는 것을
전략의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 시
장 진출과 성장, 둘째, 일본 민간 영역의 투자와 경제협력의 연계에 의한 상대
국의 경제 성장, 셋째, 일본 식품 인프라의 수출과 일본 식품 수출 환경의 정비
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및 수요가 많고, 민·관 연계
가 용이한 지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의 경우, 일본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공적 차원의 정책 지원은
주로 투자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ODA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무역보험 적용, 유상 ODA 지원, 농업 기술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곡물가의 안정으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며, 이와 함께 예산투입
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민간 주도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5년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등 법적 토대에 근거한 소프
트웨어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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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일본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
- 산학관 연계에 따른 전략적 대응 (① 식품 가치사슬 연결, ② 지역별 전략과의 연계 대응, ③ 일본의 식품 분야 관련 ‘강점’ 구축
및 확산, ④ 식품 인프라 수출 추진)
- 양자 간 정책 대화, 민·관 협의회 등의 시스템 구축
-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용
- 콜드 체인 등 식품 인프라 정비
- 비즈니스 투자 환경의 정비
- 해외 정보 수집 체계의 강화
- 상대국 인재 육성
- 현지 필요에 따른 기술 개발 추진
-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의 원활화
- 관계 부처·기구와의 연계 강화 및 추진 체계 정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55 참조.

<표 3-2> 일본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지역별 전략
아세안

동서·남부의 경제 벨트 등 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계, 식품 가공단지, 콜드 체인 등 정비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할랄 식품의 생산·유통·판매망 정비
경제 협력 연계 등을 통한 비즈니스 투자 환경의 정비

중국

연해·내륙의 대도시를 겨냥한 고품질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망 정비 등

인도

관개, 농업 기계 도입, 식품 가공단지, 콜드 체인 등의 정비

중동

건조지 농업 생산, ICT, 식물공장 등의 선진 기술 도입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할랄 식품의 생산·유통 판매망 정비

중남미
아프리카
러시아·중앙아시아

중산층을 겨냥한 건강·고품질 식품 및 양식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망 정비 등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 의한 개발지원과 민간투자의
연계에 따른 농업 생산의 증대, 생산 비용 감소 및 6차 산업화 등
한랭지 농업 생산, ICT, 식물공장 등 선진 기술의 도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참조.

1.1.3. 추진 체계
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기관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북미와 중남미의 경우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지며, 기
타 개도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즉 북미와 중남미의 경우 젠노를 비
롯하여 스미모토, 미쓰이, 이토츠, 마루베니, 도요타 통상 등 일본의 주요 무역
55

http://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bout.html(검색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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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들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개도국의 경우 정부 부처와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주도 아래 해외농업 부문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한 일본 사료공업회와 같이 법령에 의거하여 보리 등 국가규제곡물의 수급을
공공을 대리하여 위탁 운영하는 협회 조직들 또한 이해관계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한편 2014년 6월에는 민·관 협의체로서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추진 민·
관 협의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 민간기업 263사, 관
계 기관 및 단체 47곳, 학계 11명, 지방자치단체 25곳, 관계부처 7곳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1) 식품 가치사슬 구축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유/발
신, 2) 조사 및 사절단 파견, 3) 식품 가치사슬 구축 관련 비즈니스 투자 환경
정비 추진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 농산물 반입 구조
일본의 농림수산업 GDP는 세계 9위권으로 그 규모가 크지만 세계 최대 농
산물 순수입국이다. 품목별로도 수입국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옥수
수, 밀, 콩, 쇠고기 수입액은 상위 3개 국가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사료의 자급률은 지난 20여 년 간 소폭 상승56하였지만 이는 주로 농후사료
자급률 증가57와 사료용 쌀 활용의 증가, 축산물 소비량 감소 등에 기인한다.
조사료 자급률은 78%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58 2016년 기준, 옥수수는 주로
미국(82%)과 브라질(13%)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보리는 호주(89%), 콩은 아르
헨티나(81%)에서 수입하는 등 사료곡물별 주요 수입국은 일정한 편이지만,
2015년 옥수수 수입량의 변동(미국 64%, 브라질 33%)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에 따라 국별 수입량은 조정되고 있다. 또한 사료생산의 주원료는 옥수수이지
만,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사료에 밀이나 보리
의 배합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56
57
58

1993년 24% → 2015년 28%
1993년 10% → 2015년 14%
1993년 78% → 2015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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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수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리의 경우 WTO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본
사료공업회 등을 매개로 수매하여 민간에 배분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즉
사료공장 및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매량을 국가에 알려주면 국가는 이를
WTO에 전달하여 동시계약재배(SBS) 방식으로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이 이
뤄지게 되고, 이를 일본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이다. 협회는 보리 이외에도 밀,
탈지분유, 사료용 쌀 등의 보급 역할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다만 사
료곡물 조달 실무를 협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상사 간 입찰 경쟁
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가격 및 품질의 사료를 제시하는 입
찰사와 거래를 진행한다.

1.2. 현황 및 주요 사례
1.2.1. 젠노의 미국 곡물유통 시장 진출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농업 생산 자재, 용품 등의 공동 구매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담당하는 전국 농협·전문 농업인 연합회 연합 조
직인 젠노는 사료용 곡물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1979년 물류업체이자 자회사
인 ZGC(Zen-noh Grain Corporation)를 뉴올리언스에 설립하였다. ZGC는 단일
곡물엘리베이터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곡물엘리베이터를 운용하고 있으
며, 미국 곡창지대에서 사들인 사료용 곡물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선적/보관/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젠노는 1980년대 이후 무역환경 변화, 그 동안 거래해
오던 미국 내 곡물협동조합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일반 기업으로의 흡수/통합
등 요인으로 인해 미국 내 곡물 수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체 곡물 수매 역
량을 확보하기 위해 1988년 CGB(Consolidated Grains & Barge)를 인수하였다.
CGB는 90개 저장시설에서 500만 톤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6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미국 곡물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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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일본 사료용 곡물 수입량의 30%를 젠노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 30% 중 모
두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80% 정도를 ZGC를 통해 자체 조
달하고, 20% 정도는 국제곡물 메이저(ABCD)를 비롯한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
한다. 일본 사료용 곡물 수입량의 나머지 70%는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등 일본의 기타 메이저 상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료곡물 조달은 국제경매를 통한 최저가구매를 실시하는 경우
가 많은데 젠노는 이러한 경매에 다소 높은 입찰가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대
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낙찰률이 높다. 국제곡물 메이저와 비교해 젠노의 가
격 경쟁력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는 비싼 운송비를 꼽을 수 있다. 즉 자회사인
ZGC가 서쪽 해안에 위치함에 따라 아시아로의 곡물 운송 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송 거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해외 곡물 조달 시 젠노와 일본 메이저 상사와의 차이점을 보면, 젠노는 대
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해외에 대규모 자체 시설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 전국에 걸친 사일로를 보유함으로써 사료곡물 공급의
유통 경로 전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는 젠노가 제
시하는 곡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국내 농가에 무난히 공급(판매 처
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2. 세하두(Cerrado) 농업개발 협력사업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사례는 브라질에서 실시한 ‘세하두
(Cerrado) 농업개발 협력사업’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해외 식량기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불모지였던 브라질 세하두 식생지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
여, 지대의 토질을 변화시켜 불모지를 농경지로 바꾸며 사업을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나갔다. 2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33만 ha 면적의 농지에 3단계로
진행된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개발사업이다.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궁극
적인 목적은 브라질 중서부 반건조 세하두 지대에서 대두와 옥수수 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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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생산하여 일본에서 가축사료나 바이오연료로 쓸 수 있도록 반입하는
것이었다.
가. 기획과 초기 조정 단계
일본과 브라질은 1950년대부터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농업 분야의 협력도 일부 진행되었다. 일본은 민간기업에서 검토한 브라질 농
업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전시켰고, 1973년 농림성이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브라질에 방문단을 파견하였다. 이후 1975년 일본
국제협력단(JICA)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경제단체연합체 안에
‘일본-브라질 농업개발 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전국농협중앙회 또한 세하
두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1976년 세하두 농업개발사업을 일본과 브라질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일본 식
량자원의 장기 확보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4년의 조율기간을 거
쳐 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1〜3단계 사업 구성
프로드세르(PRODECER)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첫 단계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며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주요 시행주체로 참
여하였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JICA가 시도한 사업을 일본해
외경제협력기금(OECF)이 농지개발사업으로 확장하였고, JICA는 세하두 관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JICA가 다시 중심적으로 타 지역에 새로
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3단계를 이루었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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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 추진체계

자료: 김용택(2008) 재인용.

□ 1단계 시범 사업
JICA가 브라질에서 실시한 1단계 사업은 기술협력과 기업 융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JICA의 프로젝트 기술협력은 1975년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실시되었다. 기술협력은 ‘세하두농업
연구센터(CPAC)’가 주요 시행주체가 되어 세하두 지역 농업개발에 필요한 생
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물병리, 응용곤충학,
토양비료, 작물재배, 육종, 농업기상, 농기계, 농업경영 및 경제라는 8가지의 분
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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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의 다른 주축은 민간기업을 위한 투융자사업이다. 일본과 브라질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브라질 은행에 지원하고 농민은 은행에서 설비
를 구입하고 개발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
게 하면서 세하두 지역으로의 이주와 개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 정부 측 투자분담금의 80%는 JICA가, 나머지 20%는 일본의 민간 은행
이 부담하였고 브라질 정부 분담금은 재무부에서 지출되었다. 양측 정부는 농
민이 융자 받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할 기관으로 ‘캄푸(CAMPO)’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국제협
력단(JICA)의 자금을 투자한 자데코(Japan-Brazil Agricultural Development
Corporation: JADECO)와 브라질 정부의 브라사그로(Companhia Brasileira de
Participation Agro-industrial: BRASAGRO)의 합작투자를 통해 만들어졌다. 세
하두 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세하두 지대에 입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사업
을 운영하며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CAMPO의 주요 업무였다. 농민이 융
자금을 신청하면 CAMPO가 보증기관이 되어주며 농민이 대출금으로 종자와
설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 회사는 작물을 선정에 관여하거나 설비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투자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
의 약 6,000ha 면적의 세하두 지대에 곡물, 커피, 유칼리나무 등을 재배하는 2
개의 재식기업과 입식농가 92호를 위한 융자도 실시하였다. 입식농가 선정 기
준은 자금력, 기술력, 경영 능력이 있는 대규모 농장 운영농가였고 대부분 일본
계 농업인이 선정되었다.
□ 2단계 확장 사업
1단계 사업은 1982년 9월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브라질과 일본은 사업의
확대와 추가적인 투자를 원했다. 1982년 5월 브라질 정부는 세하두 농업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는 의향을 일본정부에 전했으며 나카소네 수상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은 세하두 지역의 관개 설비(대형 스프링클러)에 대한 융자
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단계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종료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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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범위가 확대된 2단계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2단계 세하두 농업개발 협력사업은 크게 일본의 차관 지원을 통해 1단
계 농지 입식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과 새로운 지역 내의 시범적 사업
시도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 협력사업에서는 기존의 1단계 협력사업
을 주도했던 JICA의 지원 및 투융자뿐만 아니라 OECF의 ODA, 즉 일본의 유
상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하두 농업개발 확대계획은 1단계 시험적 사업의 성과를 응용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13만 ha 규모로 실시되었다. 일본과 브라질의 자
금 부담은 50:50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농업개발
사업의 확대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이루어졌다. OECF는
투자 자금 275억 달러 중 220달러를 부담했으며 나머지 55억 달러는 일본의
민간은행들이 부담했다. 또한 일본수출입은행은 JADECO에 참가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해서 투자금융을 실시했으며 일본 장기신용은행을 중심으로 한 민간은
행 16개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대해 69억 7900만 엔의 협조융자를 실시하였다.
확장 사업 외에도 경작 지역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는
PRODECERⅡ–Pilot으로 불렸으며 기존의 PRODECERⅠ–Pilot과 동일한 방법
으로 JICA에 의해 실시되었다. 일본 측 자금은 JICA가 80억 달러를 부담하고
일본의 사립은행들이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식으로 조성되었다.
□ 3단계 시범 사업
3단계 프로드세르(PRODECER) 사업은 기존의 1단계와 2단계 사업과 마찬가
지로 새로운 지역에서의 농업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였다. 다만
특이할 점은 기존의 사업에서는 투자자금을 일본과 브라질이 50:50으로 부담했
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일본이 60%, 브라질이 30%, 그리고 입식농가가 10%를
부담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세하두 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자본금이 생긴 기존의
농부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3단계 시범사업이 가능하였다.
농지확대 사업과 시험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일본과 브라질 정부는 세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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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곡물 생산 증대와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시작했다. 일
본은 1983년에 OECF를 통해서 세하두 관개 계획에 대해 120억 2100만 엔의
융자(금리 5.25%, 변제기간 25년, 거치 7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1984년 5월
에 피게이레두 대통령(당시)이 방일했을 때 당시 나카소네 수상은 세하두 농업
개발 확대계획의 총사업비(약 700억 엔)의 절반을 일본이 협력할 의사를 표명
하였다. 1988년에는 개발도상국에 200억 달러의 자금 환류계획의 일환으로서
4억 달러 규모의 세하두 관개수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고 동시에 산투스 항
정비를 위해 약 2억 300만 달러의 차관이 공여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와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를 잇는 도로를 비롯하여 곡물 운반을
위한 선적 장비와 저장 사일로 등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었다. 특히 항만 건설을
위한 자금융자의 경우, 일본 측의 지원 목적은 세하두 지대에서 농산물의 대일
본 수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경제신문의 1989년 2월 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세하두 지대에서 생산된 대두 등의 농산물은 산투스 항을 경
유해 일본에 운반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0년대 이후까지도 유상원조를 통해 브라질 세하두 지역
내의 개간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와 입식가구 내의 전기설비 및 곡물 수출에 필
요한 각종 항만의 건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2. 중국

2.1. 해외농업개발 개요
2.1.1. 추진 배경
중국은 최근 10년간 식량 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자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분야 해외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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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제시한
2001년 이후 농업 분야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
국의 식량자급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대외원조 성격의 투자가 주를 이루
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농산
물의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aT 베이징지사 2014).
관련 정책으로 ‘2001년 국무원은 농업의 해외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
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립하였다. 본 의견을 통하여 중
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현지 진출국의 토지를 개발, 농산물을 재배
할 것을 장려하고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에는 농업부와 상무부,
재무부가 ‘농업의 해외투자전략 실시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
였으며, 2010년에는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고 장
려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조건에 부합한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4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분야에서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
시켜 국제 농산물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문건은 특히 상호이익을 발생시키는 농업 생산과 수출입 부문 협력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고 해외농업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원 내용
이 구체화되었다.
중국은 인구 증가, 도시화 진전 가속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 이외에도 공업원료로 사용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 감소 및 농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자원제약
의 심화,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 농산물 증산은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국내 생산만으로는 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농업투자를 통해 국내외 자원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공급 받는 것
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은 해외농업투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
국은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
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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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목적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목적은 크게 1)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2) 대
외무역 확대 및 투자국 시장 점유, 3) 글로벌 생산유통망 구축, 4) 기술 향상,
5) 무역장벽 회피, 6) 토지자원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농산물 가공기업의 원활한 경
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중국 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재료 확보를 위한 국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산물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시(廣
西) 자치구의 한 카사바 가공기업은 최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진출
하여 카사바를 재배함으로써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 기
업은 현지에 가공, 저장, 물류 관련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현지에서 직접 가공
한 제품을 중국으로 반입하고 있다.
둘째, 대외무역 확대와 진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
외농업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주로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
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종자 및 농기계 수출은 관련 실험센터, AS센터 등을
구축함으로써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최근 ADM, 벙기(Bunge), 카길(Cargil),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기업이 세계 곡물교역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생산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민영기업
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진기술을 갖춘 해외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구미 지역에 비해 농기계
분야가 낙후되어 있어 기술병목 해결을 위하여 구미국가의 농기계 제조 분야
의 기업을 인수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덤핑 등 무역 장벽을 피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
출하기도 하며, 풍부한 토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개발 수준이 낮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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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에 진출하여 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토지수탈(Land Grabbing)’이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
고 있기도 하다(Chen & Guo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1.3.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방향
최근 중국정부는 기업진출을 통한 투자개발과 동시에 협력사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진출대상국과 양자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을 체결하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의 원조 및 협력사
업을 개발과 투자사업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28개국과 117개
양자투자협력을 체결하여 협력 체결 건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중국은 해외농업개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영 또는 민간기
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은 원조 프로젝트, 농촌 지역
인프라 투자, 농업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Smaller et al.
2012).
가. 원조 프로젝트
중국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프라 건설, 기
술 전수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원조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투자를 확대하면서 원조 프로젝트는 진출대상국과 경제무역 관
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의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한 원조 프로젝트를 늘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뚜
렷하지 않고 증거에 기반을 둔 성과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Small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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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 지역 인프라 투자
해외농업개발 진출대상국의 농업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관개시설이
나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손꼽힌다. 특히 사하라 이
남 지역은 수자원과 관개농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재생가능 수자원 중 4% 미만을 농업용수로 쓴다. 그러나 관개 수로와 관련 농
업 인프라를 건설하고 필요한 농업 기술을 보유한 인력과 자금력이 턱없이 부
족하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인프라 투자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잠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 500개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11년 중국기업은 잠비아에서의 12개 주요 곡
물저장시설 기획과 건설에 착수하였다. 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세워지는 곡물
저장시설은 약 10만 톤의 수용 공간을 지닌다. 중국 사업시행기관 측은 잠비아
의 곡물 저장능력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해당 투자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국 농기업들의 농업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상
무부는 35개 아프리카 국가와 대규모 인프라 지원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인프
라 투자 프로젝트와 협정의 70%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단, 에티오피아와 진
행하며 그 외에 콩고, 말리,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인프라 투자
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maller et al. 2012).
다. 중국 농업 기술이전 프로젝트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국은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하여 농업 기술이전센터를 진출대상국에 설
립하고 농업전문가를 파견해 야채 및 쌀 재배, 육류 가공, 농기계 사용 등에 관
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은 베냉, 카메룬,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기술이전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농업 생산에 관한 교육훈련만 제공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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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행정 및 관리 역량 증진과 주거시설 건립도 포함한다. 건립된 센터는 중국
농업 기술과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농업개발 과정에 전수하는 주요 거점을 구
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한 사례로 기니비사우에는 2,000ha 면적의 11개 쌀
시범생산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의 쌀 수확량은 8∼9톤에서 530톤으
로 증가하였고 시범농장은 당초 2,000ha에서 3,530ha로 확대되었다(IISD 2012).

2.2. 현황 및 주요 사례
2.2.1. 해외농업개발 현황
2015년 중국의 해외농업투자금액은 3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
가하였다. 이 중 아시아에 투자된 금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37%
증가하였으며, 해외농업 전체 투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오
세아니아(3.8억 달러)가 10.3%, 유럽(3.5억 달러)이 9.7%, 아프리카(2.1억 달러)
5.8%, 북미(8,638만 달러) 2.4%, 남미(6,753만 달러)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
<그림 3-2> 중국기업의 해외농업투자자금 지역별 분포(2015년 기준)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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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의 해외농업 누적투자액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외농업 누적투자액은 12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4% 증가하였다. 중국은 현재까지 6개 대륙, 95개국에 투자하였는데, 특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투자된 누적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
시아에 대한 투자 누적액은 64.4억 달러로 전체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
세아니아는 19.9%로 총 25.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 외에도 유럽에 23.3억
달러(18%) 아프리카에 10.3억 달러(8.0%), 남미 3.9억 달러(3.0%)와 북미 2.0억
달러(1.5%)가 투자되었다(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 2017: 3).
해외농업 누적투자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각
각 1위, 2위, 3위이며, 이 3개국에 투자된 누적투자액은 49.9억 달러로 총 누적
투자총액의 38.5%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국제화의 진행 정도가 깊어짐에 따
라 해외투자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중국의 대외농업투
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 혹은 발전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몇
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표 3-3>.
<표 3-3> 2015년 중국의 대외농업투자 누적액 10위까지의 국가
순번

국가(지역)

투자누적액(억 달러)

비율

1

호주

20.5

15.8%

2

싱가폴

15.8

12.2%

3

이스라엘

13.6

10.5%

4

네덜란드

13.0

10.0%

5

인도네시아

10.7

8.2%

6

러시아

7.5

5.7%

7

라오스

6.0

4.7%

8

뉴질랜드

4.8

3.7%

9

태국

3.7

2.9%

10

캄보디아

2.8

2.2%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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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농업 투자누적액 구성
해외농업투자액의 구성을 세부산업으로 분류하면 재배업 분야 누적투자액
이 76억 달러로 전체 해외농업투자액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고 있
다. 다음으로는 농림축수산 관련 서비스업 분야가 26.3%로 2015년 현재까지
총 34.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외에 어업 투자누적액은 5.9억 달러로 전체
4.5%, 목축업 분야 투자누적액은 5.1억 달러로 3.9%, 임업 분야에 누적된 투자
액은 4.8억 달러로 3.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3>.
<그림 3-3> 중국기업의 해외농업 투자누적액 구성(2015년 기준)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4).

다. 중국 대외농업투자기업 현황
중국은 총 609개의 투자기구에서 764개의 해외 농기업(2015년 기준)을 설립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1.3% 증가된 수치로 전년보다 259개가 증가하였
다. 해외에 설립된 총 764개의 기업 중 유한책임공사는 342개(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민간기업은 94개로 전체 15.4%, 주식
회사는 89개로 14.6%, 국유기업은 34개로 5.7%, 주식합작기업은 13개로 2.1%
를, 외국인투자기업은 5개로 0.8%, 집체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은 2개로 0.3%,
기타기업은 25개로 4.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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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주체 유형(2015년 기준)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5)

중국 해외농업투자기업의 세부 진출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진출이 이루
어진 분야는 재배업으로 총 327개(전체 42.8%)의 기업이 진출하였다<그림
3-5>. 다음으로는 관련 서비스업 분야가 35.2%(26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
업 분야에 62개(8.1%), 농산물 가공업에 49개(6.4%)가 진출하였다. 그 외에도
임업 기업 26개(3.4%), 목축업 관련 기업 31개(4.1%)가 진출하였다(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 2017: 6).
<그림 3-5>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세부분야별 분포(2015년 기준)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59

역내 투자 주체 유형은 공상국행정관리부에서의 기업 등록 유형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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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농업투자 기업의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764개 농기업 중 61.5%(470
개)의 기업이 독자기업 형태로 진출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합자기업의 형태로
238개(31.2%)의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합작기업은 56개로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6>.
<그림 3-6> 중국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투자 방식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8)

해외에서의 기업설립방식을 공시한 645개 기업 중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463건으로 전체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공동경영회사가 125개로 전
체 19.4%, 지사가 57개로 전체 8.8%를 차지한다(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 2017:
9). 그러나 2015년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은 624개로 전체(764개)의 81.7%를 차
지한다. 현재 운영을 중단한 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역량 부족, 현지의 제약,
정치·경제의 위험성, 문화 차이 등의 요인으로 설립이 예정보다 연기되고 있거
나 운영을 보류한 상태이다. 현재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은 98개로 전체 12.8%
이며, 운영이 중지된 기업은 42개로 5.5%를 차지하고 있다<표 3-4>.
<표 3-4> 2015년 중국대외농업투자기업 현황
등록유형

수

설립방식

수

현 운영 여부

수

독자기업

470

자회사

463

운영 중

624

합자기업

238

공동경영회사

125

설립예정

98

합작기업

56

지사

57

운영중지

42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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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진출 유형은 크게 생산형, 가공형, 저장형, 물류형과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유형별로 분류된 636개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은
혼합형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생산형은 총 410개,
가공형 181개, 저장형 148개, 물류형 126개, 기타형으로 진출한 기업은 319개
가 있다. 생산과 가공에 초점을 둔 혼합형 기업은 143개가 진출하였으며, 생산
형, 가공형, 저장형의 성격을 가진 기업은 103개, 위 4가지 유형을 모두 운영하
는 기업은 80개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을 혼합하여 진
출한 기업이 많은 점은 해외농업에 투자한 기업이 가치사슬 구축에 역점을 두
고 있음을 시사한다.

2.2.2. 중국 해외농업투자의 주요 분야
가. 농산물 생산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주요 곡물은 벼와 옥수수이다. 벼의 총생
산량은 61.2만 톤이며, 옥수수 총생산량은 90.8만 톤으로, 주로 산둥(山東)성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리와 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 중국의 해외진출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경제작물로는 대두,
목화솜, 천연고무, 팜유, 사탕수수 등이 있으며, 생산량은 사탕수수가 188만 톤
으로 가장 크다. 그 외에도 중국의 진출기업들은 천연고무, 대두, 사탕수수, 기
타 유지작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표 3-5>.
<표 3-5> 중국의 농산물 생산 해외투자 현황(2015년 기준)
곡류

생산량(만 톤)

경제작물

생산량(만 톤)

밀

43.9

대두

97.7

벼

61.2

목화솜

15.3

옥수수

90.8

천연고무

23.9

보리

0.9

기름야자

24.8

수수

0.1

사탕수수

187.6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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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업
2015년 기준 중국기업의 축산업 분야 해외투자 금액은 2.4억 달러로, 주요
투자 지역은 오세아니아, 북미와 아시아 지역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지
역은 오세아니아로 1.9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북미 지역은 1,685만 달러로 7.1%, 아시아는 1,625만 달러로 6.9%를 차지한다.
2015년까지 축산업 분야의 해외투자누적금액은 5.1억 달러로 오세아니아
(3.4억 달러, 66.7%) 및 아시아(1.1억 달러, 21.6%)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의 기업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까지 총 44개의 축산 관련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 40.9%(18개)가 진출하였다. 오세아니아에는 총
17개(38.7%)가 진출하였으며, 그 외 북미 지역이 9.1%(4개), 유럽 6.8%(3개),
아프리카 지역은 4.5%(2개)를 차지하고 있다<표 3-6>.
<표 3-6> 중국의 축산업 해외투자 분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만 달러
투자 지역

투자 금액

저축 금액

기업 수

주요 투자국

북미

1,685

2,022

4

미국

오세아니아

18,620

33,849

17

호주

유럽

1,406

1,706

3

독일
이집트, 탄자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230

2,787

2

1,625

10,588

18

홍콩, 키르기스스탄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39).

축산업 부문에서 주요 생산 품목은 유제품과 소고기이다. 그중 유제품 생산
량은 12.8만 톤이며, 가축육류의 경우 총 20.3만 톤이 생산되었다(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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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업
2015년 현재 중국기업의 산림 분야 해외투자금액은 3,377만 달러로, 주요 투
자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다. 아시아는 전체의 76.6%로 2,588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유럽은 506만 달러로 15%를 차지하였다.
2015년까지 누적된 중국의 해외 임업 투자금액은 4.8억 달러로 이 역시 아시
아가 68%(3.2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오세아니
아가 7,667만 달러로 16.1%; 유럽이 3,340만 달러로 7%, 북미 지역 3.5%(1,686
만 달러); 아프리카 권역 3.2%(1,548만 달러), 남미 권역이 2.2%(1,027만 달러)
를 차지하고 있다<표 3-7>.
<표 3-7> 중국의 해외산림업 투자 분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만 달러
투자 지역

기업 수

투자금액

누적액

주요 투자국

북미

4

60.0

1,686

미국

오세아니아

3

160.3

7,667

뉴질랜드

남미

2

62.3

1,027

브라질, 페루

아프리카

3

0

1,548.

카메룬

유럽

7

506.2

3,340

러시아

아시아

24

2,588

32,450

미얀마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42).

중국의 임업 분야 해외투자기업은 주로 임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11.6만 톤이다. 2015년 기준 현지 진출국에서의 판매량은 1.5만 톤으로 총 판매
금액은 2,100만 달러이며, 수출량은 9.5만 톤, 수출금액은 4,500만 달러이다.
라. 농업부산물 가공업
2015년 기준, 중국기업의 농업부산물 가공업 분야 해외투자금액은 7,381만
달러로, 그중 아시아 지역은 3,570만 달러로 48.4%, 북미 지역은 2,500만 달러
로 33.9%, 유럽 지역은 551만 달러로 7.5%, 아프리카 지역은 747만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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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오세아니아 지역은 12.4만 달러로 0.1%를 차지했다.
중국기업의 농업부산물 가공업 분야 해외투자누적금액은 3.8억 달러로, 그
중 아시아 지역은 2.6억 달러로 68.4%, 오세아니아 지역은 924.9만 달러로
2.4%; 북미 지역 6,460만 달러로 16.8%; 유럽 지역 1,151만 달러로 3.0%, 아프
리카 지역은 3,615만 달러로 9.4%를 차지했다. 해외로 진출한 농업부산물 가공
기업은 38개로, 아시아에는 총 26개로 68.4%를 차지하였고, 유럽 지역 3개
(7.9%), 아프리카에 5개(13.2%), 오세아니아에 1개(2.6%), 북미에 3개(7.9%)의
기업이 진출하였다<표 3-8>.
<표 3-8> 중국 농업부산물 가공업 해외투자 분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만 달러
투자 지역

투자 금액

북미

누적액
2,500

기업 수

주요 투자국

6,460

3

캐나다

오세아니아

12.4

925

1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747.4

3,615.4

5

탄자니아

유럽

551.3

1,151.3

3

프랑스

3,570.2

26,247

26

라오스

아시아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43)

마. 농림축수산 서비스업
2015년 기준 중국기업의 농림축수산 서비스업 부문 해외투자금액은 21억 달
러이며, 그중 아시아가 17.6억 달러로 전체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로 북미 지역은 2,086만 달러로 1.0%, 아프리카 지역은 5,411만 달러로
2.6%, 오세아니아 지역은 1.1억 달러로 5.4%, 남미 지역 3,561만 달러로 1.7%,
유럽 지역 1.1억 달러로 5.3%를 차지했다.
동 부문의 해외투자누적금액은 34.2억 달러이며, 아시아가 73.7%(25.2억 달
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럽 지역은 3.3억 달러로 9.6%, 아프리카
지역은 1.9억 달러로 5.4%, 남미 지역은 4,104만 달러로 1.2%, 오세아니아 지
역은 2.8억 달러로 8.3%, 북미 지역은 6,183만 달러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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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까지 농림축수산 서비스업 부문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220개로 이
전 해 대비 108개가 증가하였다. 아시아에는 총 116개가 진출하였으며 52.7%
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유럽에 36개(16.4%), 북미 지역은 28개
(12.7%), 아프리카 지역에 24개(10.9%), 오세아니아에 11개(5.0%), 남미에 5개
(2.3%)의 기업이 진출하였다<표 3-9>.
<표 3-9> 중국 농림축수산 서비스업 해외투자 분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만 달러
투자 지역

투자 금액

누적 금액

기업 수

주요 투자국

북미

2,086

6,183

28

미국

오세아니아

11,345

28,234

11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프리카

5,411

18,580

24

가나, 탄자니아

남미

3,561

4,104

5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11,105

32,630

36

러시아, 영국, 핀란드

아시아

176,311

251,939

116

태국, 캄보디아, 홍콩

자료: 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2017: 44).

2.2.3. 해외농업개발 주요 진출 사례
□ 상하이펑신그룹
상하이펑신그룹 유한공사는 1988년 창립된 민간기업으로 부동산, 광물자원,
현대농업, 금융자원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그룹 산하에 펑신(鵬欣)
부동산과 펑신자원, 다캉 목축업(Dakang Pasture Farming, 大康牧业), 인터차이
나 워터(Inter-China Water), 에버차이나 인터내셔널 홀딩스 유한회사(EverChina
International Holdings Company Limited) 등의 4개의 상장기업이 있으며,
Dakang Farming은 선전(深圳)시장을 통해 상장해 2014년 5월에 그룹에 속해진
주식회사로 농업 분야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상하이펑신그룹은 “산
업 플러스(+) 금융, 투자 플러스(+) 인수, 글로벌화, 자산의 증권화”라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화의 전 세계 입수합병 해결방안”이라는 상업모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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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시켰다. 자산규모는 1,000 억 위안에 달하며,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오세
아니아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상하이펑신그룹은 최근 10년간 농업의 “Go global” 전략에 힘쓰며, 해외에도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다. 상하이펑신은 뉴질랜드에 총 5.79억 뉴질랜드 달러의
투자를 하였으며, 29개 목장을 인수한 후 유지·보수·개조했다. 2013년 뉴질랜
드 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할 당시 상하이펑신그룹과 마오리 금융그룹의 미라카
(Miraka) 공장이 전략적 협력을 통해 브랜드 “뉴쓰란”을 창출하였다. 또한
2014년 시진핑의 뉴질랜드 방문 시, 뉴질랜드 총리와 상하이펑신그룹, 미라카
(Miraka)와 멍뉴(Mengniu, 蒙牛)의 삼자 간 전략적협력협의에 정식 서명하였
다. 펑신그룹이 만든 브랜드 “뉴쓰란”은 우유와 성인용 분유와 같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펑신그룹은 유럽 최대 목축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을 보유하고 있는 키드먼(Kidman) 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키드먼 사
의 목장 일부를 인수하였다. 펑신그룹은 현재 키드먼 사의 진출 지역인 남유
럽, 서유럽과 호주 퀸즐랜드 등에서 10개의 대형 목장과 1개의 사육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15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연간 1.5만 톤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펑신그룹은 2005년에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 대형 농장을 구매
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대두와 옥수수로 연간 잠재생산량이 4만 톤에 달한다.
이 외에도 2016년 5월 다캉 파밍(Dakang Farming)은 브라질의 대형 농업그룹
피아그릴(Fiagril)의 주주권 57.6%를 2억 달러에 매입하였다. 피아그릴은 브라
질의 대두·옥수수 주요 재배지이자 전 세계 대두·옥수수 생산량의 9%를 차지
하는 마투그로수(Mato Grosso)에서 27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2,000가구 이
상의 현지 농가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은 브라질
의 가장 큰 대두·옥수수 등 식량거래소 및 농업 기자재 중개판매소 중 하나로
12개의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1,000품목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46명의 농업고문으로 구성된 기술팀을 통하여 농
업 관련 기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펑신그룹은 금융운영모델(CP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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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부두, 저장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공급사슬을 개선함으로
써 기업의 가치사슬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상하이펑신그룹은 중국의 해외 발전 전략인 “Go global”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그룹은 농업 관련 기업인 다캉 파
밍을 통해 향후 3년 내에 식량생산량 3,000만 톤, 소 300만 마리, 원유 생산량
10억 리터 달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농업의 국제경쟁
력, 자원배분력, 시장통제력 등의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 소
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중국농업부 국제협력사 2017).
□ 허난성 황판취농장

허난(河南)성의 황판취(黄泛区)농장은 6,670ha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유
농장으로 농업기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인력 활용을 위하여 최근 해외
농업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농장은 기계화로 인
한 잉여노동력 활용을 위해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상대
적으로 높은 토지임대료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내기에 어려운 구조였다. 이 기
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정책유도 등의 요인으로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진출하게 되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 기업의 농업 부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여러 우대조
건을 제시하였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조세, 수자원비 등 제비
용 관련 우대조건으로 국유 초지를 적극적으로 임대61하였다. 또한 임대계약
후에는 관개, 수리, 도로 등 관련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
60

61

Cedula de Producto Rural(세둘라 데 프로독토 루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금융을 결합한 모델이다. 농업의 경우, 대형 농기업이 농장주와
CPR 농상품증서에 서명하여 재배 전에 자금, 생산 재료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선물시장과 농가에서 지정한 가격을 헤징(hedging)을 통해 거래하여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대두·옥수수 등 농산품을 공급받는 금융운영모델이다.
이러한 결과 임대료와 제비용을 포함한 연간 지불비용이 1ha당 200여 위안에 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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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자 하였으며, 풍부한 수자원 등 작물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
다. 황판취 농장은 이러한 정책적 우대와 양호한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타지키
스탄에 진출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황판취 농장은 총 667ha에 달하는 농장을 임대하였으며, 옥수수, 면화 등을
재배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내 진출 지역은 농업 기술 발전 정체, 노후화된 농
기계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중국기업 진출
후 농장의 수확량이 1ha당 약 6.75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현지 평균 수확량
의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표 3-10> 중국 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례
기업

주요내용

중량그룹
(코프코)

 2014년 약 28억 달러 투자, 노블그룹(아시아 최대 곡물상)의 지분 51% 인수(2017년 100% 인수 계획)
 2014년 13억 달러 투자, 네덜란드 곡물회사 니데라의 지분 51% 인수
 농수산물 유통시장 진출을 위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M&A 추진 계획(2015년까지)

광밍그룹

 2012년 영국 시리얼 생산업체 위트빅스푸드의 지분 60% 인수
 2014년 약 26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스라엘 유제품기업인 트누바푸드의 지분 56% 인수
 2014년 호주 식품업체 마나센 매입

솽후이그룹

 2013년 71억 달러 투자, 미국 스미스필드푸드(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 인수

상동루이
그룹

 20억 위안 투자, 호주의 면화농장 커비스테이션(Cubbie Station) 인수

충칭식량
그룹

 2011년 25억 위안 브라질에 투자, 대두생산기지 건설
 아르헨티나에 12억 달러 투자, 식량재배기지(13.3만 ha) 건설 계획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에 5개의 농산물(대두, 유채 등) 생산가공기지 건설 계획(2015년까지)

흑룡강
농간총국

 2015년까지 러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에서 식량재배, 목축단지, 벌목기지 건설 계획(총 270만 ha)

흑룡강
훙씽룽
베이다황
후베이농간

 2013년부터 3년간 아프리카 앙골라에 1.34ha 규모의 농업협력개발 프로젝트 실시
 2005년 러시아에 780만 달러 투자, 6,700ha 규모의 농경지 개발
 현재 해외투자 농경지면적은 4.7만 ha, 2020년까지 10만 ha로 확대할 계획
 2013년 호주에 8.3만 ha의 경지 개발, 연간 20만 톤의 밀, 보리 등을 생산하고 중국 국내로 재수출
 2012년 태국에 1.3억 위안 투자
 아프리카 지역(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호주에 투자, 옥수수, 감자, 벼, 채소, 면화 등 생산, 농산물
가공, 농기계 수출 등에도 투자
 8억 위안 투자, 총 2.7만 ha에서 재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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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동62

3.1. 해외농업개발 개요
3.1.1. 추진 배경
중동은 자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으
로, 중동 국가(GCC)63들은 매년 많은 양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
라서 식량안보는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더욱이 2007년과 2008년의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GCC 국가들은 국제시장을 통한 식량수입의 취약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식량위기가 국내 식량 확보를 넘어 국내의 사회 불안
과 정치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는 2007년 이후 국제곡물시
장의 불안정을 경험한 GCC 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의 수입 이외에 해외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 공급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향후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는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되
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하여 식량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식량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1950년부터 빠른 인
구 증가를 보였고 현재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2015년에 중동 전체 인구는 2억 2,656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2배 이상 증
가하여 4억 9,156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
여 GCC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한 빠른 인구증가 이외에도 인구이동의 가속화,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이

62
63

본 절은 위탁연구(김용택 박사, 전남대학교)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본 절은 중동 국가들 중 오일머니(Oil Money)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
진하고 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GCC에 속하는 나라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6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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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어 식량과 물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후
변화, 수자원 부족, 농업에 부적절한 토지 등으로 GCC 국가들의 국내 식량생
산은 증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식량공급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기준 GCC 국가들의 전체 토지면적 중 경작면적은 약 1.8%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경작가능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토지에
2%에 지나지 않는다. GCC 국가들의 전체 식량생산량은 2012년에 1,090만 톤
이었으며, 이는 총 소비량의 26.5%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GCC 국가들의 곡
물생산은 2006년에 26%에서 2012년에 11%로 하락하면서 연간 1.5%씩 감소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식량생산이 감소하면서 식량 수입의존도는 높아졌으며, GCC 국가들
은 향후 식량수입에 더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GCC 국가들은 식품의 80∼
90%를 수입하고 있어 국제무역이 중단되면 더 큰 식량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
는 구조이다. 특히 곡물은 GCC에서 소비되는 농산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여 2012년 전체 식품소비에서 48%를 차지하였고, 총 소비 중 곡물의 비중
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에 GCC 국가들은 73.4%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2006∼2012년 기간 동안 연간 2.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연간
14.3%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GCC 국가들은 식량 확보를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
며,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과 더불어 해외농지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
외농업에 투자하고 있다.

3.1.2. 중동 국가 해외농업개발의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서 GCC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의 목적은 첫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식량과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농지에서의 생산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다.
둘째, 식량이 부족할 경우 국내의 사회 불안과 정치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정치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해외농업

134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식량 부족은 국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을 제한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셋째, 중동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향후 기후변화가 심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2007년과 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를 경험한 GCC 국가들은 비상시 국
제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국가가 필요한 식량의
일부를 직접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GCC 국가들은 국제식량가격이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
가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환으로 수익성이 높은 해외농지를 확보하여 식량
을 생산 또는 유통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3.2. 현황 및 주요 사례
3.2.1. 해외농업개발 현황
GCC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CC 국가들이 식
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외의 농지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GCC 국가들은 중국과 함께 인도, 일본, 한국 등과 같이 해외 농
지를 적극 확보하려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GCC 국가들은 식량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GCC 국가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확보한 농지 면적은 약 430만 ha로 조사되
었다. <표 3-11>에서와 같이 UAE가 전체 확보면적의 절반 이상인 약 227만
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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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a이다. 이들 2개국이 확보한 농지면적은 390만 ha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이 해외농지를 중점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GCC 국가의 해외농지 계약 및 확보 면적
나라

계약 건수

계약 당 평균 농지면적(ha)

확보된 농지면적(ha)

UAE

26

94,570

2,269,687

사우디아라비아

27

60,093

1,622,520

카타르

18

18,980

341,636

쿠웨이트

2

31,068

62,136

바레인

1

1,000

1,000

5개국 합계

74

-

4,296,979

주: 바레인은 2010년 1,000ha의 1건만 있으며, 쿠웨이트는 2008년과 2011년에 62,136ha를 확보한 2건만이 있음.
자료: Cochrane & Amery(2017).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동북 아프리카에 투자하여 농지를 확보하였
으며, 다른 국가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땅을 확보하였다. <표 3-12>는
GCC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도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지를 확
보한 것을 나타낸다.
<표 3-12> GCC 국가의 주요 투자대상국 및 확보 면적
투자국

투자대상국(상위 3개국)
모로코

700,000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320,248

아르헨티나

235,306

남수단
UAE

카타르

확보 면적(ha)

1,680,000

짐바브웨

290,000

이집트

115,297

아르헨티나

198,087

수단

106,382

브라질

33,790

쿠웨이트

수단

62,138

바레인

인도

1,000

주: 투자 국가당 상위 3개국을 표기하였음.
자료: Cochrane & Amer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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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은 식량위기 이후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한편 공급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급원을 통제하는 방안을
위한 주요 전략은 수출 영농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지를 구입하거나 장
기 임대하는 것이었다. 국영 농기업은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
는 국부펀드나 민간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CC 국가들은 농업 생산을 위하여 수단, 케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아
프리카에서는 거리 인접성과 과거 역사적인 유대관계로 주로 동아프리카에 중
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2. 해외농업개발 주요 진출 사례
현재 GCC 국가들의 해외농업투자 주요 국영기업으로는 2009년 사우디정부
의 공공투자펀드로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농업 투자 및 축산 공사(Saudi
Company for Agricultural Investment and Animal Production), 카타르의 하사드
푸드(Hassad Food)와 카타르 디아르 부동산 투자회사(Qatari Diar Real Estate
Company),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차이나 투자회사(Kuwait China Investment
Company), UAE의 50% 국영기업인 광물 자원 투자회사(Minerals Energy
Commodities Holding)등이 있다. 민간 부문의 투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회사
들이 해외농업투자를 위하여 컨소시엄을 형성한 제나트(Jenat) 등이 있다.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의 토지를 갖고 있지만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
하여 농업에 취약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밀 재배를 계속할 경우 수자원
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국내 밀 생산을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밀 생산을 줄이고 안정적
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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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낙농, 계란의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2011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정
부는

8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농축산업

투자회사(Saudi

Agricultural & Livestock Investment Co., SALIC)를 설립하였으며,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무이자의 융자금을 제공, SALIC과 파트너십 체결을 권장하
고 있다<표 3-13>.
<표 3-13>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해외농업개발 사례
연도

주요 내용
 수단의 식량과 광업 부문에서의 13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에 착수. 투자액의 30%는 하르툼(Khartoum)

2014

지역의 농업, 축산업, 식품업에 투자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착수. 4개의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로 구성된 Jenat 컨소시엄을
통하여 밀, 보리, 동물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진출
 United Farmer Holding Co.(농업인연합투자회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컨소시엄 (알마라이 Almarai, 알 라즈히

2013

Al Rajhi, SALIC 등으로 구성)과 함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업체인 Continental Farmer
Group(유럽농업인연합)을 인수하기 위하여 9,100만 달러를 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소매체인이자 식품가공업체인 사볼라(SAVOLA)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 여러

2009

나라에 걸쳐 농지를 확보한 후 설탕, 쌀, 식용유, 기타 농산물 등을 생산하여 사우디 가공공장에 원료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

자료: Alpen Capital(2015).

나. 아랍에미리트(UAE)
아랍에미리트는 국내 식품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평균
2.7%의 가파른 인구증가율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UAE는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방식을 시행하며 베트남, 캄보
디아, 이집트. 파키스탄, 루마니아, 수단, 남미의 주요 토지은행에 투자하고 생
산 공유 계약(crop-sharing agreement) 등을 실시하고 있다. UAE의 알 다흐라
농업회사(Al Dahra Agriculture Co.)는 이집트의 토쉬카(Toshka)에서 밀과 기타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10만 에이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집트 밀 소비에 대
응하는 것 이외에도 감자와 다른 작물을 10만 톤가량 생산 수출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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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UAE의 주요 해외농업개발 사례
연도
2014

주요 내용
 UAE에 기반을 두고 있는 Al Dahra(알 다흐라) International Investment LLC가 세르비아 농기업인 Rundnap
Agrar(룬드나프 아그라르)에 투자하여 51% 지분 확보
 Al Dahra Agriuclture Co.는 커피와 설탕 생산을 위하여 남미 투자에 진출
 UAE에 기반을 두고 있는 Economic Zones World는 2013년 아프리카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저장, 가공,

2013

수출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농산업경제구역개발 프로젝트 발표.
 Al Dahra Agriuclture Co.는 세르비아 8개 대규모 농장을 80:20 지분으로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수출을 위한
가공식품과 사료 생산 사업 추진.

자료: Alpen Capital(2015).

다. 오만
최근 오만 정부는 국내 식량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추진
하고 있다. 현재 여러 건의 농업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들 프로젝트는 2020
년까지 31개의 새로운 수산항구/항만 개발 및 농지 26만 ha 재정비 등을 포함
한다. 또한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오만 식품 투자회사(Oman
Food Investment Holding, OFIH)를 설립하여 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표 3-15> 오만의 주요 해외농업개발 사례
연도

주요 내용
 오만 정부는 OFIH가 설립한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대규모 축산생산프로젝트개발에 투자하기로 발표. 본 투자로

2015

아프리카에서 양과 소를 수입할 계획이며, 오만의 축산 자급률을 20%에서 50%로 높이고자 함.
 또한 OFIH는 2020년까지 국내 낙농제품 수요의 70%를 공급하기 위하여 2억 5,880만 달러를 투자를 통한
낙농 산업발전 계획 수립

2014

 OFIH는 A’Saffa(아 사파)와 함께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억 5,970만 달러를 투자

자료: Alpen Capital(2015).

오만은 <표 3-15>와 같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농식품가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줄이고, 수출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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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카타르
카타르는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2008년에 QNFSP(Qatar
National Food Security Programme)를 수립하였다. 250억 달러의 국부 투자로
지원되는 이 마스터플랜은 1,400개의 농가 육성, 담수화 프로젝트,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카타르 국부펀드의 일환인 하사드 푸드(Hassad Food Co.)는 2013년 식량안
보 강화를 위하여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매년 15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며 쌀은 26만 톤 생산할 예정이다. 더욱이 인도
에 쌀, 커피, 인스턴트 식품 생산을 위하여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
으며, 향후 남미 설탕기업에 투자하고 캐나다 곡물 생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고 밝혔다. 카타르는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가공 공장, 닭 농장, 수
산양식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다.
<표 3-16> 카타르의 주요 해외농업개발 사례
연도

주요 내용
 인도 Green 그룹과 카타르 벼 생산 시범사업 추진

2014

 카타르 국영기업인 Hassad Food Co.는 터키 농업에 5억 달러 투자
 남호주에 7,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만 4,000ha의 농지 확보
 Hassad Food Co.는 인도 바스마티(Basmati) 쌀 회사인 부시푸드(Bush Food Oversea Ltd,)의 51% 이상의
지분 확보를 위하여 1억 달러 투자

2013

 말레이시아 탄중 마니스(Tanjung Manis)에 할랄푸드 생산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
자료: Alpen Capital(2015).

마. 바레인
바레인은 해외농업투자 이외에도 수산양식업 개발에 관심이 많다. 2013년에
정부는 수산식품 생산을 위하여 2개의 수산양식회사인 아쿠아테크(Aquatech)
과 아스막(Asmak)과 협약을 맺었다. 바레인은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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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으로 여러 전략을 마련하였다. 바레인은 2013년과 2014년에 2년에 걸쳐
매년 소고기, 닭고기, 밀가루에 대한 보조로 1억 7,44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아
래 <표 3-17>과 같이 바레인은 다양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표 3-17> 바레인의 주요 해외농업개발 사례
연도
2015
2013

주요 내용
 수단에서 크헤르 알-바레인(Khair Al-Bahrain) 프로젝트로 농지 4만 2,000ha를 확보하여 농업용, 동물 육종,
사료 생산 시작
 RP Bahrain Harvest inc.(RP 바레인 곡물 주식회사)는 초기에 19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필리핀
사랑가니(Sarangani) 주에 캐번디시(Cavendish) 바나나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추진

자료: Alpen Capital(2015).

4. 시사점

일본은 곡물유통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북미·남미에는 곡물을 중심으로 해외
농산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글로벌 푸드 밸류 체인 전략’을 통해, 진
출 대상국의 농식품산업 부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진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이 산학관 연계 추진, 경제협력 관계 활용, 현
지 적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채널과 자체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진출
대상국의 농업 여건에 맞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
수립에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특히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시 진출 대상국
의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개발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으며, 대상국에서의 실질적인 시장 참여는 주로 민간 영역 주도로 진행
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 부문을 다루고 있는 종합 상사의 경우, 곡물 조달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첨가제 등 농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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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노의 경우, 준 공공기관으로서 미국 곡물유통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대형
곡물엘리베이터를 운영함으로써 나름의 역할 정립과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진
출한지 35년이 지났으며, 진출 후 첫 20여 년간은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수익성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의 대규모 곡
물유통사업 진출 이후 나름의 입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식량안보 차원이나 수익성 차원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규모 자금
력, 현재 국제곡물거래시장에서 곡물 메이저(ABCD), 젠노 등 기존의 업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입지 등을 생각할 때, 일본 젠노 방식의 대규모 곡물유통 시설
구축과 같은 진출 방식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확대 방안으로 고려할 시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이나,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 고유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
농식품산업에 진출하려는 접근 방식은 충분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진출 기관 중 국영기업은 총 34개로 민간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 2015년 기준 중국내 민간기업은 총 216억 달러를 해외농업에 투자
하여 전체 해외농업투자 비율의 59.2%를 차지하며, 해외에 모두 764개 농기업
을 설립하였다. 이 중 톈진 취룡가화투자기업유한공사(Julong Group), 내몽고
이리실업기업주식유한공사(Yili Industrial Group), 강서 정방과기주식유한공사
(Zhengbang Group) 등 3개 민간기업의 투자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영기업의 평
균투자규모 수준이 낮다는 점,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투자 편차가 크다는 점
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외에 설립한 764개 농업기업 중 382개 기업은 아시
아에 위치하며, 주로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진출하고 있
다. 139개 기업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러시아에
있다. 이렇듯 아시아와 유럽에 진출한 기업은 전체 해외진출기업 중 68.2%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기업이 해외농업 진출을 위한 지역 선정 시 공통
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첫째, 주변 이웃국가와 지역에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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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기업이 대상국을 다국적 경영의 핵심거점으로
삼을 때 투자상 어느 정도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선진국가의
양질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기술과 운영 경험을 배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2015년 기준 해외농업투자를 추진한 중국 내 609개의 투자기구 중 단일항목
의 투자규모가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55개이다. 이는 전체 비율의
10% 수준이며, 대부분 기업의 대외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하이다. 최근 들어
중국해외농업투자는 유동량과 누적총액에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나, 기타 업
종과 비교하였을 때는 현저히 작은 규모이다. 현재 해외농업투자를 추진한 중
국기업은 다수가 중소기업 형태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없으며, 위험 방지
능력 또한 부족하다.
중국기업의 해외농업투자기금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의 투자방식이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경영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은 인수합병 혹은 매
입의 형태로 해외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에 참여해 기업의 “Go global” 힘을 강
화하는 형태이다. 그 예로 중량그룹유한공사(COFCO)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모든 업계의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국적 인
수합병을 통해 글로벌화를 가속화 시켰고, 국제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15
개의 산업사슬을 구축해 전 업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였다. 2014년 COFCO는
니데라그룹(Nidera Group)과 노블그룹(Noble Group)을 인수합병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세계 핵심 식량 산지에 저장고 및 항구물류설비 등
전략적 자원을 획득하였다.
또한 중국은 2014년부터 해외의 주요 곡물기업이나 식품기업을 활발히 인수
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내 중산층의 증가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단순히 국내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풍부한 자
금력을 토대로 글로벌 식품기업을 인수하여 식품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
고자 함이다. 중국기업은 특히 고급식품 분야에서의 경쟁력 구축을 위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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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품 기업 위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최근 중국 내에
서 핵심이슈로 대두되는 중산층의 식품수요 다변화와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GCC 국가들이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주로 진출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동
남아시아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거리가 가까우며 역사적으로도 긴밀
한 관계에 있는 동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지를 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생산 인프라와 물류 여건이 미흡하여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CC 국가들이 해외 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해외에
서 유통되는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해외 농지를 구입 또는 임대
하여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형은 대규모 농지
를 구입 또는 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투자자금이 요구되는데,
GCC 국가들은 이를 위하여 오일머니(oil money)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대량 곡물수입국들은 해외에서 생산 또는 물량을
확보하려는 주요 품목이 콩과 옥수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GCC 국가들은
밀, 쌀 중심의 곡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생산, 수산업까지 다양한 품목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국영기업들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하
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농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GCC 국가들의 식량수요와 현지 축산업을 위한 사료공급
등 걸프 지역의 식량안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나 국
부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투자된다. 민간투자는 국
가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전략과는 아주 다르다. 식량안보를 위한 목표
는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하는 것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높
이기 위해서는 시장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중요하
다. 이들 2개의 목표는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 정부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GCC 국가들은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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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려하기 위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의 융자금을 제공하고 국영기업과 파트
너십을 기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 진출 및 투자는 대부분 이익 창출과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
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외농업개발은 공기업이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
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대규모·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곡물 사업에 관여하
고 있다. 특히 주요 품목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기조의 거점 지역을 선정,
특화된 방식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일본과 중
국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이는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국익 우선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사례조사 대상국의 정부는 무이자나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토대로
해외농업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장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전략

본 장은 앞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와 해외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목표, 추진전
략, 추진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추진과제에는 과제별 실행 방안을 포함하였다.
특히, 추진과제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수단을
고려하였으며, 권역별 중점 지원 분야 선정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개선 등으로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해외농업개발의 중장기 목표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국
가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한국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 강화로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 1) 민간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2) 국제곡물시장 진출,
3) 국내반입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등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추진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1) 민간기업 참여 독려, 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3) 권역별 중점지원 품목 및 거점 지역 육성, 그리고 4) 해외농
업개발 지원 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
략의 세부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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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안)

자료: 저자 구성.

1. 민간기업 참여 확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분야 진출은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 측면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진출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비롯하
여 비료 및 농약을 포함한 기자재, 농기계, 수확 후 관리 시설 및 기술 등 농업
의 전·후방 산업과 특정 작목의 가치사슬 전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
외농업투자로 얻어지는 이윤의 불확실성과 기후 등 농업의 특수성에 의한 잠
재적 위험요소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은 정부 지원 정책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확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 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및 위험
요인을 파악,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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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융자64
와 보조금 활용을 통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시중 상업은행보다 유리할 때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부의 융자 제도는 당초 신규 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중소규모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융자
금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의 부정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한 후 융자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 인적 역량 강
화, 조사비용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을 위한 유
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는 현지 또는 신규 진출기업에
게 필요한 내용이 적고, 현지 수요가 많은 인턴 제도는 연간 3명으로 비현실적
이며, 조사비용 지원도 신청 및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 기업이 많지 않아
향후 정책조사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은 민간기
업의 관련 수요를 파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 지원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

1.1. 융자 지원 조건 개선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대상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 농산물 생산
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 부대시설 설치비용 및 영농비용,65 2) 농산물 유
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제
비용, 3)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가축 구입자금 제
외), 4) 1), 2), 3)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5) 기 진출한 기업이 사
업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64
6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2%+수수료
종자·비료 및 농약 구입비 등 영농에 필요한 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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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자격은 1)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2)
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
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3)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4) 대상국
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5) ｢해외농
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대해 이행이 가능한 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특히 융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1) 밀, 옥수수, 콩, 카사바 등 식량․
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2) 개발 규모가 크거
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3)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
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4)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시행하
는 사업을 실행하는 자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아울러 식량 순수입 빈
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
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금의 지원 한도는 융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 대상 소요사업비의 70%
를 원칙으로 하나 유사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 타 기관 지원액을 포함하여 소
요사업비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 융자심의회의
는 의결을 통해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 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 원으
로 지원 한도를 제한하였다(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17b).
민간기업의 융자 신청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한
다. 융자신청서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서류, 사업에 관한 계약서, 대상국 투자승인서, 국내 및 해외
현지법인 등기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정관, 그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
자약정서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융자심사는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추진 실적, 경제성 및 기
술 검토, 계약 조건의 적정성, 대상국 승인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사업비의
적정성, 관계법규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신용상태, 기술인력 현황, 담보제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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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서류, 정부기관의 유사사업 지원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이 검토된다. 특히, 담
보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지급보증보험증권, 국내부동산, 상장유가증권(등
록국채 및 기명지방채에 한함),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담
보율은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과 유가증권, 그리고 예금은 105%이고, 국내
부동산은 평균 13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하는 비상시 반입은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 등 농업자원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해 장관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할
시 반입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이 융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대상국의 승인서, 담보 물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절차 또한
복잡해진다. 아울러 융자금의 우선지원 대상은 곡물, 대규모 사업, 수출 여
력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행정 지원 및 법률 자문,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규모의 업체는 신규 진출을 위한 융자금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진출을 독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적 지원 수단이다. 따라서 융자
금 사업은 정부의 종합계획 세부 내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역할로 활용되어
야 한다. 특히, 융자 금리는 최근 상업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기타 자원개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 금리와 비교하여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를 파악,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융자 금리는 연 2%(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다. 행정
처리 등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의 부담은 융자
금리 2% 이상으로 최근 상업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광물 및 석유자원개발사업(1.25%)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1.5%)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사업과 다른 기준의 융자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표 4-1>. 따라서
다른 해외사업과 형평성을 고려,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며 기획재
정부와의 논의 및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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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해외사업별 융자 금리 비교
구분

해외농업개발

해외광물 및 석유자원

해외산림개발

융자액

70% 이내

80% 이내

70% 이내(임산물 가공 20억 원 이내)

융자 조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1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7년 거치 3년: 탄소배출권, 바이오에너지
2년 거치 3년: 임산물가공

이자율

2%

1.25%

1.5%

자료: 관련법 참조하여 저자 구성.

향후 식량안보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융
자금 지원 방식의 차별화를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금리의 차별 지원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와 융자금 지원 조
건을 연계하여 인센티브 형식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점 지역 진출기업이나 곡물 반입 실
적이 있는 기 진출기업의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형태의 우대전략은 민간기업
의 진출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 환경조사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실제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 시 융자심의 가점 부여 등 정
부의 정책 방향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융자사업은 업체
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평가 등급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하는 기업신용
평가 확인에 따라 융자금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을 위
한 민간기업의 진출이라도 곡물 반입이 목적이라면 심의 시 가점 부여를 고려
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융자를 위해 제시하는 담보는 현재까지 국내담보를 원
칙으로 융자금의 활용이 가능하나 현지 시설 및 토지 등의 투자 규모를 감안하
여 해외 물건 및 금융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융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
다. 또한 당초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의 융자 조
건이 정해져 있으나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유동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격에 따라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구분
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유통 분야 진출기업과 생산에 초점을 두어 진출한 기업의 융자금 상환

151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 분야의 진출은 자금회전이 빨라
융자금이 조기상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복수융자 방식이 도입될 필요
가 있으며, 생산 분야에 진출한 기업의 융자상환은 생산 분야의 특성상 자금회
전이 느리고 수익 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 회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공기업의 해외진출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가적인 융
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의 자체재원과 정부의 융자금과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농지의 임차 및 매입과 관련된 융자대상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특성상 사
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농지 확보는 필수
적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은 ｢해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를 적용
하여 신규진출자도 융자금의 일정부분을 농지의 임차와 매입에 활용할 수 있
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1.2. 융자 업무 전문화
융자 업무의 총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전문적이고 유동적인 융자에 대
한 금융 업무를 담당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금융 업무의 전
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업무의 전문성 부족은 장기적으로 융자지침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감독을 위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융자지침의 관리·감독 강화는 융자수요를 감소시
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향후 민간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한 융자금 사
업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금융 업무는 농협 등의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융자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융자 지원 절차는 융자
금 신청(금융기관) → 적격 여부 판단(융자심의회, 농어촌공사) →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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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금융기관) → 융자 관련 담보 검토(금융기관) → 융자 적정 여부
통보(금융기관) → 대출신청(신청기업) → 경영실태조사(금융기관) → 융자
승인(농식품부, 융자심의회) → 융자기업 사후관리(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1.3. 보조금 활용 개선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 의한 투자환경조사,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책조사, 컨
설팅 사업, 정보제공과 전문 인력 육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요 지원사
업은 투자 환경 및 정책조사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조사의 범위는 1)
관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현황, 농업 여건, 특정 품목의 가치사슬 조사와 사업
모델 수립 등을 위한 사전조사와 2) 해외진출을 위하여 토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방안, 재무 분석
등의 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조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이며, 조사비용은 인건비, 여비, 제경비 등으로 직접경비만을 의미하
며, 기술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 4-2> 보조금 사업 세부 내용 구분
구분

세부 내용

조사

 정책조사, 민간 환경조사, 컨설팅

인력양성

 기초인력, 해외인턴, 대규모 영농전문가

정보제공

 해외진출 매뉴얼, 정보지, 해외통신원, 홈페이지, 워크숍 및 세미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a).

컨설팅은 민간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법
률, 사업성 분석, 재무, 회계, 경영, 해외농업자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전반)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국내 전
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사전 문헌조사 및 자문 등을 위한 국내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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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과 현지 전문가 또는 국내외 컨설팅 업체를 파견하여 실제 영농현장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외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원 실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 및 민간기업의 인터뷰 결과 컨설팅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의 컨설팅은
실제 현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50%를 분담
하는 조건이나, 민간기업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파악이 어렵고 컨설
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지원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부 80%, 민
간 2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정부지
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
업개발협회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4-2>와 같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민간에 의한 투자환경조사는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정
책조사는 실제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그러
나 실제 환경조사사업은 투자에 필요한 타당성조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민
간기업에게는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조사 내용에서 과감하게 탈피
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기업
에 의한 환경조사는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분석, 사회·환경적 타당성 분석 방법
등의 조사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은 분석틀
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여 현지 특성에 적합한 투자 모델을 기획
하는 방식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형태로 환경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조사 역시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조사는 민
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투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및 분야를 선정,
수익성을 고려한 유망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투자 규모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안,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연
구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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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정책조사 부분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인턴 제도를 대학 등의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제농업개발
협력과 관련된 강의가 제공되는 대학 등의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해외농
업개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과 한 학기에 해당하는 현지 인턴 프
로그램 이수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2∼3개월의 단기 인턴 프로그램은 현지 진출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인턴 파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고용과
직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은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을 활용, 기초적인 이
론과 실무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에서 운
용되고 있는 인턴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 분야
를 경영관리, 기술, 특정 국가 및 지역 전문가, 해외 유통 및 판매 등으로 세분
화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정부가 농업
관련 대학(농수산대학, 전국 국·공립대학)에 해외농업과정 또는 관련 강의 신
설을 권고하고,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보조금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대학과 연계된 인력양
성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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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민간기업 진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반입이 아닌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현지 또는 제3국 수출을 통한 판매 이윤이 높을 경우 정부에서 권고하는 국내
반입을 시도할 명분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한 국내반입량
증가에 초점을 둔 당초의 정책 목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국내반입은 민간기
업의 확보량을 고려한 반입 비용 및 국내 판매가격 비교, 대상국 물류, 특히 육
상 및 해상운송 인프라 구축 여부 등 민간기업의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은 국내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품질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점도 국내반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국내반입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법적 근거가 되는 ｢해농법｣의 목적과 정의
에 부합하도록 공적인 개념의 식량안보 강화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적인 의미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식량안보 강화 및 자주율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공적 개념이 포함된 사
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통한 곡물의 직접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반입 또는 안정적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공적인 기관을 활용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농업관련 공기업의 역량을 고려할 때 이미 선물시장이나 국제곡물시장의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편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농식품산업의 외연 확대를 목적으로 수익 창
출에 초점을 두는 해외농업투자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개도국인 대상국의 여건(가치사슬)이 열악한 영농 현실을 감
안할 때 생산에 초점을 둔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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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거 생산 분야에 집중, 유통 및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실패한 사례
를 교훈삼아 향후 민간기업의 진출 시 저장·가공, 유통, 판매 분야를 권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종합계획 전략과 연
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 해외농산업 분야 진출과 국제곡물시장 진입 고려
정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제한적인 곡물 생산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곡물 공급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효율적인 방안을 선정,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성 심화, 예산 확보 등 국내외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구
체화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aT 곡물회사 실패 경험으로 파악된 진입 장벽은
국제곡물시장 진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곡물시장 진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곡물시장 전문가
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이 우선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까
지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곡물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
되어 있다. 특히 해외 유명 학계 프로그램과의 협약이나 해외 석학 초빙, 해외
프로그램으로 인력 파견, 현업(곡물엘리베이터 등)에의 직접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직
접 개발, 지분 확보, 아웃 소싱의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한 곡물엘리베이터에 대
한 투자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초기 자본규모가 크고 운영 노하우가 미숙한
기업의 곡물엘리베이터 사업 투자는 수익 창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
문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해외 곡물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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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분 확보는 국제곡물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 파악, 전문 인력양성, 경영 노
하우 축적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관 협력 방식으로 특정 곡물의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해외 곡물단지 조성 사업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과거우리 정부가 추진하
고자 한 필리핀 농산업단지(Multi-Industrial Complex: MIC) 조성 등의 방식을
고려, 국내반입 및 제3국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제개발협력사업(도로,
관개, 관련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체계 등)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기업(농기계 등 투입재, 수확 후 관리 시설 및 운영, 유통, 판매
등)과 공기업(기술 지원, 토지 확보를 통한 농장 개발, 터미널·수출항 곡물엘리
베이터 등)의 차별화된 투자 분야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역할은 토지 임차/구매 등 공공 자원 활용
을 위한 협정체결을 통해 민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 확대 및 농산업 투자를 통해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권역별 농업 특성과 민간기업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동남아는 고소득 작목, 극동러시아는 곡물에 집중된 산
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유통 및 판매
는 국내반입, 대상국 내수, 그리고 제3국 수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장기간
저장 등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판매망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관리 방안이
기도 하다. <그림 4-2>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체계를 일반화한 중장기 민·
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다.
필피핀 대상 MIC 사업은 2009년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장관 간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해 MOU 체결하면서 추진되
었다. 사업은 연간 30만 톤의 곡물을 생산·유통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으며,
10만 톤 규모의 저장·가공 시설, 3ha 시범 농장개발, 그리고 계약재배 및 수집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근 지역에 대한 ODA
사업 지원이 계획되었으며, 농업 기술, 교육‧의료, RPC, 도로‧소수력 발전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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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장기 농산업 단지 조성 모델

자료: 저자 구성.

설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리핀
MIC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을 2010∼2013년, 2015∼2018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MIC 사업의 민간투자 부분으로는 농산물 가공‧유통, 연관 산업(종자‧
농기계 등) 등이 고려되었고, 투자 재원으로는 농지관리기금, ODA, EDCF, 민
간투자 등이 고려되었다. 사업의 추진 방식은 1) 민·관 협력 방식으로 양국 간
협의를 바탕으로 투자자는 종자, 비료, 농기계 등 투입재·생산‧가공‧유통 등 가
치사슬에 진출하고, 2) 정부는 토지 확보, ODA 사업(기술전수, 인프라) 연계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이유
는 1)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 사업의 수익성
이 낮았고, 3) 정부가 제시한 민간기업의 투자 요인 부족과, 4) 산업단지 운영
및 기타 분야의 소프트웨어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진출 대상국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은 외교적 노력을 통
한 토지 확보, 수익성 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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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단기 민·관 협력사업 추진 방식

자료: 저자 구성.

결과적으로 농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도로, 관개, 전력 등의 인프라, 기술 개발 및 보급 체계)과 민간의 역할(투자
수익성 모델 제시, 운영방안 마련, 투자 규모 결정 등)이 구분되어야 하며, 합동
타당성조사 실시를 통한 공동협력도 필수적이다. 또한 추진 방식은 단기 민·관
협력 방식과 복합적인 민·관 협력 방식을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을 선
정, 단계적(단기, 중장기)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 민·관 협력 방식은 단
기적으로 민간과 공기업이 연계하여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 관련 사업의 조
기 정착을 도모하는 형태이다<그림 4-3>. 이 방식은 영농을 근간으로 향후 타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및 적정기술 적용 등의 역할을 공공 부문에서 적
극 지원하여 단기적으로 효과적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기 민·관 협력사업의 확대는 순환식 복합영농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곡물과 관련된 산업단지는 곡물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 체계가 구
축된 후 곡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그림 4-4>. 낙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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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순환식 복합영농방식

자료: 저자 구성.

이 대표적이다. 낙농업의 순환식 복합영농 방식은 대상국 및 수출 가능 국가의
우유 및 유제품 소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곡물 수요처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이나 우크라이나는 유제
품뿐 아니라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어 낙농업과 연계한 중장기 순환식 복합영농 방식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가
능성이 높다.

2.2. 국제개발협력(ODA) 연계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농산업 진출이나 공기업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은 복합적인
비즈니스이다. 특히 투자 대상국 여건에 맞는 품목은 관련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반을 검토한 후 선정되어야 한다<그림 4-5>.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자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발협력사업 활용은 민간기업이 투자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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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담이 크고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은 세부 분야가 우선 선정되어 특혜
등의 논란이 될 수 없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에 초점을
둔 기업이라면 지역개발 형태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체계 구축, 관개시설 및 연
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특정 품목과 연계한 공동 건조·저장 시설 지원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이 연계 가능하다.
<그림 4-5> 농산업 가치사슬 세부 분야

자료: 저자 구성.

특히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대규모 농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에 공헌하고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
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연계 방안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는 가
치사슬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 이대섭 외(2015)의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 모델
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한 한·우즈벡 농산업 분야 협력 강
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4-6>. 이 모델은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투자분야와 개발협력사업 추진
분야로 분류, 적정 지원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품목 선정은 한국 시장
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국 수요 분석 등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개발협력사업 활용을 통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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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사슬 구축이 핵심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가치사
슬 내 취약한 분야와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그림 4-6>.
<그림 4-6> 해외농업개발 및 개발협력사업 연계 방안

자료: 이대섭 외(2015)를 토대로 재구성.

추진 방식은 농자재(진출기업), 생산(기술 전수 및 고품질 종자 보급 등
ODA 지원), 내륙운송(진출기업), 수확 후 관리(관련 시설 및 기술 보급, 검역
등 ODA), 소비지 운송(진출기업) 등으로 분류, 가치사슬 내 세부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연계 유형 중 하나는 가치사슬 중 세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
어 투입재 산업은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등이 포함된 가치사슬의 한
분야로, 사업의 목적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 공급체계 구축이다. 따라서
이 연계 사업은 민간기업 A는 비료, 농약 등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제품 생산, 민간기업 B는 비닐 및 기자재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제
품 생산, 민간기업 C는 농기계 및 관련 제품 생산, 그리고 정부의 개발협력사
업은 이 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센터 및 시설 지원, 토지 이용권 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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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가치사슬 세부산업 대상사업 추진 유형

자료: 저자 구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 결과적으로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유형
이다<그림 4-7>. 이 유형은 투입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국 내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효율적 추진 방식
이다.
또 다른 연계추진사업의 유형은 민간기업의 고품질의 식품 생산을 위한 원
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 유형은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농산물 원료에 대해 기술 지원 및 관련 시설 구축, 종자
보급 및 생산기술 지원 등은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해당 민간기업은
보급된 종자를 심어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또는 단체와의 계약 재배를 통
해 안정적인 원료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이다<그림 4-8>. 실례로 농식품부가
지원한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은 위에서 설명
한 방식을 통해 시장 점유율 증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베트남 현지농
가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 판매를 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실제 기술과 관련된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
니라, 농가 소득증대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대상국 정부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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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또한 이 사업유형은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원료 농산물 품
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원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계 방안이다.
<그림 4-8>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연계 방안

자료: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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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거점 지역 육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
단은 융자와 보조금 지원이다. 하지만 최근 융자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해외농업개발은 ｢해
농법｣과 연계한 특정 품목군(곡물, 바이오에너지 원료 농산물 등)과 고소득 작
물(열대과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 지역 육성을 통한 선택과 집
중기조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된 제
1차 종합계획 실적, 권역별 농업개발 정책, 우리 기업 진출 및 운영 현황 결과
를 바탕으로 반입 경험, 정착 단계,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본 절은 동남아
권역의 캄보디아(열대과일 산업), 인도네시아(바이오에너지 원료 농산물), 극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곡물)를 거점 지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권역과 우크라이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 대상국이
기 때문에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나, 극동러시아는 ODA 대상 지
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동러시아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통한 ‘영농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공동 곡물저장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곡물에 특화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러시아 공기업에
의해 추진 중인 수출항만 건설은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타당성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곡물터미널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극동러시아
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농지의 경작 확대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3.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민간기업의 진출 초기에는 곡물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
자되었으나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대상품목이 열대과일 가
공, 카사바(타피오카), 팜유, 스테비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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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대과일(망고 등) 재배·건조·저장·브랜드화·포장 및 수출 등의 수평적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자 현대 이외에도 여러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주요 상업 작물 및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
디아 정부는 곡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안
보 강화를 위한 옥수수 등의 대체작물, 카사바와 같은 에너지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열대과일, 후추, 옥수수 등을 주
요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열대과일과 후추는 고소득 작목으로 투자를 확
대하고자 한다. 특히, 고소득 작목은 가치사슬 확보 및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 관련 저장시설 구축,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농업개발 5개년 계획의 세부목표에서 쌀 자급률 증진 및 옥수
수, 콩, 설탕, 양파 등의 생산량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농산
물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 정부는 농업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증대하는 정책목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농업클러스터는 인도
네시아 정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파푸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파
푸아 지역은 현재 우리 기업이 카사바(타피오카), 팜유 등의 생산·가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동남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주요 농산물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현재 국
제곡물가격의 안정세에 따라 주요 곡물을 재배하였던 기업들이 작목을 변경하
고 중장기적인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투자 확대 분
야는 저장 시설과 신선 또는 가공 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 관련 인프라 부문
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열대과일 가공과 에너지 원료작물 등
고소득 품목의 생산·저장·가공 분야를 특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
시아는 카사바 및 팜유와 같은 바이오 에너지 작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는 동남아시아 정부의 농산물 생산의 다각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며, 관련 유통 분야를 포함한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
반 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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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거점 지역 육성 방안: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진출 대상국 현황 및 수요
주요 품목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주요 품목

<캄보디아>
쌀, 옥수수, 카사바

<캄보디아>
옥수수, 카사바, 대두, 망고

<인도네시아>
쌀, 팜유, 고무, 커피, 카사바, 옥수수

<인도네시아>
옥수수, 카사바, 팜유

개발 수요

거점 지역 육성 내용

개발 수요

□ (생산) 생산 품목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캄보디아>
○ 주요 품목은 옥수수, 카사바→다각화
○ (생산) 쌀, 옥수수 생산 증대 및 주요 상업 <캄보디아>
- 캄보디아: 곡물뿐만 아니라 열대과일 재
작물 수요 증가
○ (생산) 주요 생산 품목 다각화
배·건조·가공·수출 등으로 확대 계획
1) 쌀, 옥수수, 콩, 설탕, 소고기 등 식량자급을 - 국제곡물가격 안정세에 따라 주요 곡물 - 인도네시아: 옥수수와 카사바 이외에 품
위한 생산 증대
→열대과일로 변경, 과일가공산업 투자
목에 대한 진출 수요
2) 옥수수 개발 수요 증대, 식량안보 강화 목적
확대
- 고소득 작목에 집중 지원, 건조·저장·가
공 시설 구축이 우선과제
○ (유통) 농업유통에서의 가치사슬 확보 및 농 ○ (유통) 저장 및 포장시설 구축
□ (유통)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기반 구축
산물 수출역량 강화
- 저장시설 구축,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
필요
한 포장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
1) 산지유통 관련 저장시설 구축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2) 시장 접근성 확대(NSDP): 사료가공산업
구축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 (생산) 쌀, 옥수수 생산 증대
○ (생산) 주요 생산품목 다각화
1) 쌀 자급률 증진 및 옥수수, 콩, 설탕, 양파
- 옥수수와 카사바→팜유, 스테비아, 그
등의 생산량 증대
라비올라 등 품목 다각화
2) 농업바이오 분야 옥수수 생산 수요 증대
○ (유통) 농업클러스터 개발
○ (유통) 저장 및 포장시설 구축
1) 농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농업투자 확대,
- 저장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 증대 목표
자료: 저자 구성.

3.2.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는 곡물(콩, 옥수수, 귀리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
재까지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콩에 집중하여 가공시설 및 농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극동곡물통로 설립을 통한 수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민간기업의
개발 수요는 유통과 관련된 현대화된 저장시설 구축, 현지판매와 국내반입을
위한 안정적 판매처 확보 등이다. 특히 극동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
기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동안의 투자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이다. 현재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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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기업 및 사료회사 등의 진출로 인해 성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현대화, 낙농업과의 순환식 복합영농 방식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업규모를 확
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 우리 기업의 투자
분야의 연계성이 높아 곡물, 특히 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에 초점을 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극동러시아의 옥수수와 콩을 주요 작목으로 대규모 농장
개발에 우선 진출하고 곡물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중점국가
로 선정, 단계별 진출을 추진하였다. 생산 확대를 위한 단계별 진출전략은 1단
계, 해외농지 확보 및 개량, 적정작목 선정 및 재배기술 습득, 2단계, 농지 확보
면적 확대, 전후방 연관 산업 진출 등, 3단계, 자체 생산 및 계약재배, 수출유통
망과의 연계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곡물유통망 확보 후 가치사슬(생산, 수집,
저장, 가공 등)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협
력을 통한 유통망 확보, 2) 단계별 진출전략66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가치사슬
전 과정의 계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의 대극동러시아 해외농업개발 추진은 생산 체
계 구축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은 콩과 옥수수 등 곡물
에 집중하여 생산 체계를 현대화하고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으로 가치사슬 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정부와 우리기업
의 개발 수요는 공통적으로 가치사슬 기반 구축이다. 특히 가공과 저장시설 구
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
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투자 수요는 곡물터미널, 산지
엘리베이터 등의 곡물유통망 확보이나 투자규모 대비 개별기업의 단독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의 지분 확보, 러시아 공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
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인 합작투자 형태는 관련 시

66

1단계: 곡물 메이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단계: 곡물엘리베이터 확보 등 사업 영역
확대, 3단계: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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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또는 민·관 협력 형태의 투자67를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주요 품목인 콩과 옥수수의 가치사슬 기반의 수직적 계열화와 가치사슬 내
가공에 초점을 둔 수평적 계열화를 혼합하는 농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참
여도 고려해볼 만하다<표 4-4>.
<표 4-4> 거점 지역 육성 방안: 극동러시아
진출 대상국 현황 및 수요
주요 품목
콩, 옥수수
개발 수요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거점 지역 육성 내용

주요 품목
□ (생산) 주요 품목 생산 강화
콩(8개 기업), 귀리(5개 기업) 옥수수(5개 기 ○ 옥수수, 콩 등의 곡물 개발 수요와 정책
업), 밀(4개 기업)
수요에 맞는 품목 생산
- 옥수수와 콩 수요 증가 전망
개발 수요
○ 곡물 생산 거점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모화 강화 등 전략적 지원

○ (생산) 옥수수 및 콩 생산 증대
1) 옥수수 및 콩 수출 20만 톤 이상
2) 연해주 육류 수요의 80%까지 자급
3) 극동 지역 및 중국에서의 콩(기름용, 사
○
료용, 가공용) 수요 증가 대응
1)
2)
○ (유통) 농산물가공 및 유통에 초점을 둔
가치사슬 기반 구축
○
1) 농업과 가공업 연계 강화
1)
- 콩 가공시설 구축
2)
- 농공산업단지 조성
2) ‘극동곡물통로’ 설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식의 곡물터미널 설립
3) 클러스터 전략 부재 해결을 위한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유통) 가치사슬 기반 구축
○ 극동러시아 정부와 우리 기업의 개발 수
요: 가치사슬 기반 구축
- 가공과 저장시설 구축, 곡물터미널, 산지
엘리베이터 등의 곡물유통망 확보, 단독
기업이 투자의 어려움
(판매) 안정적인 사료작물 판매망 확보 필요
국내반입 시 품질 및 물류비용과 관세 문제 ○ 러시아 기업과 전략적 협력 방안 고려,
컨소시엄 혹은 민·관 협력 형태의 투자
현지판매 혹은 수출 시 안정적인 수입업체
고려 필요
확보 어려움
○ 가치사슬 기반의 수직적 계열화, 가치사
슬 내 가공에 초점을 둔 수평적 계열화
혼합, 농가공 클러스터 조성 고려 필요
(유통) 저장시설 구축
노후 저장시설로 인한 품질관리 어려움
진출기업의 저장시설 추가 설립

자료: 저자 구성.

3.3. 우크라이나
극동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관련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제2장에서 검토되었듯이 축산

67

1) 러시아 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 컨소시엄, 2) 우리 기업과 극동러시아 공기업 민·관
협력, 3) 우리 기업 컨소시엄과 극동러시아 공기업 민·관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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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옥수수 및 유지작물의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옥수수는 양계 사육
이 증가하면서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는 포스코대우 등 민간기업의 곡물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국가로, 농산물유
통 등 가치사슬 체계 개선이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농축산물 저장 및 운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증가하는 곡물수출
량으로 인해 산지, 터미널, 수출항의 곡물엘리베이터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곡물생산에 필요한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토지 등록 시스템 미비로 현지에서는 토지 임차료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소득 대비 식품 부문 지출이 높아 국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제1차 종합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식용 밀 확보를 위한 중점국가로 지정하고
제분업체 등 실수요기업의 저장·유통 분야 진출을 권고하였다. 특히, 단계적 진
출 방안으로 1) 곡물 메이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 곡물엘리베이터 확
보 등 사업 영역 확대, 3)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등이 고려되었
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곡물의 수출금지조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농림축산식품
부 2012).
주요 사료 곡물(옥수수 등)의 생산 체계화를 통한 증산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는 관개시설 등의 생산 인프라 확충과 곡물 저장시설 및 수출항 엘리베이터 구
축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곡물터미널 및 내륙 사일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곡물엘리베이터 확보는 실제 곡물을 수집하고 시설의 효과적 운영, 판
매처 확보를 통한 운송 등 다양한 경영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지 곡물
수집 및 저장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한 고려
되어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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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거점 지역 육성 방안: 우크라이나
진출 대상국 현황 및 수요
주요 품목
육류, 옥수수, 유지작물
개발 수요
○ (생산) 축산물, 옥수수,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
1) 옥수수 재배면적 큰 폭 증가, 양계 사육 두수
증가
2) 유지작물 재배면적 증가, 수익성에 기인
3) 축산물 수요 증가
○ (유통) 농산물유통 등 가치사슬 체계 개선이
우선순위
1) 저장 및 운반 시설 미비, 곡물엘리베이터, 내
륙 사일로 등 투자 수요 존재
○ (인프라) 관개시설 구축 수요
○ (기타)
- 토지 제도 정비, 식량안보 강화, 세제 시스템
개선 등 정책 및 제도 정비 수요 존재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및 수요

거점 지역 육성 내용

주요 품목
밀(2개 기업), 옥수수(2개 기업) 대두(1 □ (생산) 주요 품목의 생산 체계 현대화
○ 옥수수, 유지작물, 축산 수요 증가, 종합계
개 기업)
획 전략 품목은 밀
개발 수요
- 곡물 사업 진출기업, 우크라이나 정부 전략,
제2차 종합계획 등의 연계성을 검토 사료작
물(옥수수, 밀)등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 (생산) 2개 기업에서 밀, 옥수수, 대
필요
두 사업 진행, 2015∼2016년 개발
및 생산 실적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유통) 부문별 접근방식 필요
- 관개시설 등 인프라 부족, 비료/농약 ○ 인프라 확충 및 유통체계 개선정책 수요
등 투입재 활용부족, 낮은 기계화율
존재
등으로 생산량 증가 잠재력 보유
- 곡물엘리베이터 및 저장 사일로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정
○ (유통·판매) 포스코 대우(곡물 사업
부 정책자금 지원 고려 필요
진출 준비), 기타 1개 기업 진출 연 - 곡물 사업의 투입재·생산·수확·수확 후 관
간 480톤 버터 생산
리·유통·판매(제3국 수출 포함) 등 가치사
슬 체계 구축 지원 필요

자료: 저자 구성.

4. 해외농업개발 체계 정비

4.1. 지원 체계 개편
최근까지 해외농업개발 법·제도의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융자·보조금
업무 및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융자·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농어촌공사와 협회에서 담당 분야를 분리하
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융자 업무는 농어촌공사, 보조금 업무는 협회에
서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융자 업무는 금융기관으로 이
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현지 융자를 받은 기업이 융자금
을 활용한 사업의 모니터링 및 사후점검 등 사업의 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그간 진행되었던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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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표 4-6>.
<표 4-6>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존

변경

농식품부

법·제도 전략 수립

동일

농어촌공사

융자 집행·관리, 보조사업 지원, 정책조사 시행

융자 관리, 사업모니터링 및 관리, 개선 방안 도출

협회

보조사업 지행·관리, 융자관리 지원 (심의회 지원)

보조사업 집행·관리 (확대 개편), 심의회 운영

농경연

전략수립 지원 (관련 연구 심의회)

전략수립 지원, 정책조사 시행

자료: 저자 구성.

특히, 협회의 주요 업무68 중 정보제공은 정보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내용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해외농업개발 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이
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정보 수요에
따라 협회는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업무 중 협회에 가입한 기업이나 단체는 공개된 자료와 별도로 필
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협회는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은 사
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착 시까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농촌 분야에서 기획 또는 시행되고
있는 농식품부와 유관 기관, KOICA와 EDCF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정
보도 연계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국 현지진출 민간기업에게 국제
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
련된 구체적 진행사항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컨설팅사업은 별도의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농지원센터’ 등
현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68

정보제공,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 환경조사 지원,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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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현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조사사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 심
의회를 통해 신청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비용의 30∼
7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지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환경조
사 지원의 조건이 출장기간 제한 등의 규제가 있고 실제 지원액이 적으며, 계
획발표와 결과보고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 투입재 시
장, 파종기 상황, 유통채널, 판매처 현황, 수확기 상황 등 장시간에 걸친 전반적
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조사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 조사 지원은 예외규정 추가 수립 및 규제를 완화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협회의 인력 구성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범
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조사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고
용문제로 인해 협회의 업무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농식
품부와 업무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4.2. 기술 지원 체계화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의 기술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추
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종자를 포함한 기술 개발 등 연구 관련 사업은 지속적
인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야로, 민간기업이 담당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나 기관의
고유 업무 추진 대비 인적·재원 지원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
라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 지원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농지원센터’의 신규 개설을 통해 추진하고 대상국별 현지 KOPIA 센
터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K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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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부재한 극동러시아 지역 등은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
가를 장기 파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남아시아와 같이 KOPIA 센터
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영농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공동기술 지원 형태
의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농지원센터는 현재 러시아 연해주에 2014년 개소되어 운영 중이며 정착단
계 수준이다. 연해주의 영농지원센터는 2013년 한-러 정상회담 시 합의된 극
동·시베리아 지역의 농업투자 확대 이행차원에서 러시아 연해주 진출기업의
농업 생산량 증대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내용은 1)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단기 전문가
파견 형태의 영농기술 지원, 2) 대규모 농기계 순회점검, 3) 종자,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 공동구매, 4) 행정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 5) 국내반입 관련 지
원 서비스 등이나 업무의 범위와 파견이 가능한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역할
을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센터 활용도가 매우 높고 요청
하는 사업 및 정보 등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기존 센터의 인력 보강 및 신
규 설치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영농지원센터의 역할은 진출부터 정착까지의 기술 및 관련 업무의 지
원, 상주관리 인력 장기 파견, 관련 기술전문가 파견, 인턴 제도 활용, 현지인
고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 파견 제도는 KOICA의 전문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농업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진출기업의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9>.

<그림 4-9> 영농지원센터 역할 변경

자료: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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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의 순수입국으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
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해외농업개발을 활성
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해외농업
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공표하고,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국내곡물 소비량의 35%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대비 실제 반입실적은 저조하였다.
더불어 국제곡물시장 진출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반입량
목표를 국내소비량의 10% 정도로 낮추었으며, 이후에는 다시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진출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후 해외농업개발 전
략은 제2차 종합계획(2018∼2022)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
검토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제2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해외농업
개발 종합계획을 검토, 향후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현황 및 관련 정부정책의 추진 실
적을 검토하고, 권역별 주요 진출대상국의 농업개발 수요 및 우리 진출기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본, 중국, 중동 등 해외농
업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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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더불어 종합적인 시사점을 토대로 해외농업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추진과제 제시를 통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안하
였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에 등록된 기업은 총 29개
국에 169개 업체이다. 이 중 동남아시아가 53%(83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뒤를 이어 중국(14%, 24개), 중앙아시아(9%, 16개), 러시아(8%, 13개)
순이다. 등록된 기업은 주로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 신고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시설원예작물, 열대과일, 카사바, 팜유 등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등록기업 대비
약 27%인 46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현지에서 확보된 물량은 총 43만 톤 정
도이며, 이 중 동남아시아가약 81%, 극동러시아가 16%를 차지하여 두 권역에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내반입 실적
은 총 2만 7,735톤으로, 동남아시아 권역이 1만 8,052톤으로 가장 많으며, 해
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농산물의 국내반입 비중은 약 6.5% 정도로 파악되
고 있다.
앞서 언급된 식량안보 강화 및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
적의 제1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은 1)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 2)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 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등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각 세부 전략을 설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2).69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국내반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은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권 공매나 TRQ 물량에 해당하는 품목(콩, 옥수
수)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진출 독
려 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의 성과로 미루어보면 곡물을 위주로 하는 식량안보는

69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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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민간기업 지원 방식으로 강화되기 어렵다. 더불어 국내곡물 관련
사업은 곡물의 최저가 구매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와는 연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민간 부분이 아닌 공적인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곡물조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제1차 종합계획의 추진과
제와 실제 융자금 집행 실적은 연계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은 세부 추진과제와 융자 집행규정
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대상국의 농산업개발 정책 및 관련 수요,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및 관련
투자 수요와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주로
카사바와 옥수수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나 열대과일과 같은 소득 작목으로 전
환되는 추세이며, 수확 후 관리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열대과일류의 건조·가공과 같은 사업의 경우 직접
재배와 연계한 투자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극동러시아는 개발 수요와 우
리나라 진출기업의 현황 및 수요를 비교, 생산 부문에서는 주요 곡물 생산 증
대를 위한 지원 강화, 유통 부문에서는 가치사슬 기반 구축 필요 등의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CIS의 경우, 유통 및 농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입재 시장이
과점적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산업 분야를 공기업이 주도하는 등 여러 제
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CIS 각 국가별 농업 여건에 맞는 품목의 선택
을 통해 선별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정책적 수요에 따라 농업 전후방 산업
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중동 등 주요국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글로벌 푸드
가치사슬 전략’에 맞추어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시 진출 대상국의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개발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한 대상국에서의 실질적인 시장 참여는 주로 민간 영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젠노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협과 같은 준 공공기관으로서 미국 곡
물유통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대형 곡물엘리베이터 확보를 통한 국제곡물시장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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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중국기업이 해외농업 진출을 위한 지역 선정 시 핵심거점 지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대기업은 인수합병 혹은 매입의 형태로
해외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기업들은 단순히 국
내의 식량안보 문제 대응을 넘어 풍부한 자금력을 토대로 글로벌 식품기업을
인수하여 식품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중동의 경우, 주로
동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
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
의 융자금을 제공하고 국영기업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 및 분석된 사례와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 제시를 통해 중장기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전략은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실행전
략으로 구성되었다. 해외농업개발의 중장기 목표는 한국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 강화이다. 추진전략은 1) 민간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2) 국제곡
물시장 진출, 3) 국내반입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세
부 추진과제는 1) 민간기업 참여 독려, 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3)
권역별 중점 지원 품목 및 거점 지역 육성과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개편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는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 융자 대상사
업을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진출기업의 수요가 고려된 보조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기업이 효과
적으로 보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공적인 개념의 식량안보 강화 사업과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사업
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에 목적을 둔 공적 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통하여
곡물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제곡물시장 진
출은 공적인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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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에게 국가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보다 공적인 분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 추진
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수익 창출 사업의 경우, 외연 확대를 목적으로
농업투자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민간과 공적기업이 연계하여 사업의 근간이 되
는 생산 관련 사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순환식 복합영농방
식 등을 통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과련 품목의 가치사슬 구축
지원, 원료공급 체계 구축 지원 등 대상국의 취약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
별 거점 지역을 육성하여야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국가의 정부는 주요 농산물 생산을 다각
화하고자 하며, 주요 진출기업들은 곡물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중점 작목을 변
경하고 중장기적인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고소득 품
목의 생산·저장·가공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은 진출대상국 정부의 농산물 생산
의 다각화 정책과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유통분야를 포함한 가치사슬 기반 구축에 집중하여야 한다. 극동러시아의 경우
주요 품목인 콩과 옥수수에 역점을 두고 관련 가치사슬 기반의 수직적 계열화
와 가치사슬 내 가공에 초점을 둔 수평적 계열화를 혼합하는 농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극동러시아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과
연계되는 전략으로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CIS국가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곡물 사업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
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곡물터미널 확보를 통한 유통 분야 진출 사업과 연
계될 수 있는 방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곡물 사업 진출은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
기부터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외교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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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등 해외농업개발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농업개발
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은 대상사업, 지원 대
상 등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 융자 및 보조제도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이 수
립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판매,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방안 및 지원 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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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대기업의 해외농산업 진출 사례70

1. 포스코대우

□ 주요 추진 사업
포스코대우가 현재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미얀마 쌀 사업은 미얀마
내에서 소위 4대 곡물 메이저(ABCD)의 쌀 산업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쌀 조
달에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등의 기반시설 보
유 여부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하고 RPC 건립을 추진하였
다. 한편,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는 3만 6,000ha의 팜유(야자기름) 농장 개발
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연간 12만 톤의 팜유를 생산할 계획이
다. 올해 대우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농장에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얀마 사업과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활
발히 진행 중이다. 키예프 지사를 운영하며, 유라시아 지역 최대 농업기업이 우
크라이나 ‘우클랜드파밍(UkrLandFarming)’71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70

71

본 절은 연구진의 대면/전화인터뷰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하였다.
우클랜드파밍은 세계적인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65만 4,000ha를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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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사관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부처와도 긴밀히 접촉하고 협력하고 있
다(더벨 2015).
우크라이나 사업은 수요처보다는 조달처로서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 단계에서는 조달 지역 확보와 가공시설 건립 사업을 중점적으
로 추진한다. 내륙유통이나 항구터미널(port terminal)은 인프라부가 직접 담당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부 외의 정부부처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농업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과 항만엘리베이터 사업을 추후
병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업은 현지 판매보다는 수출이나 국내반입을 목
적으로 한다.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11년 2만 6000ha의 토지를 개발
해 2013년부터 연간 14만 톤의 쌀과 콩 재배 계획을 세웠으나, 현지 정부가 농
지 임차를 허락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업무 및 추진 방식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생산과 조달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와 배선(sailing) 부
문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여신과 배선 부문은 포스코대우의 자체역량이 있다
고 판단하는 부분이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면 수요처 확보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두 부문의 관리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 수요가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악하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에서 해외곡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이집트, 알제
리, 이스라엘, 요르단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곡물·설탕 생산, 양계, 가축사육 기업으로 세계적인 곡물업체 카길이 지분 5%를 보유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매출액은 18억 8,900만 달러(약 2조 1,100억 원), 자산규모는 46
억 900만 달러(약 5조 1,500억 원)에 달했다(더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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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로부터의 지원
중점진출지역(우크라이나)에서는 현지의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사관이 먼저 투자가능지점을 파악하였고 해당 분야에
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포스코대우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는 두 조건이
맞물렸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정부도 제도 전반과 투자여건 개선과 본격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들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우리 대사관 지원 의지
가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대사관은 EBRD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협동연
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대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국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지원 규모가 크면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융자받기 용이해지며 사업 추진 대상국 정부에
대한 교섭력도 커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외농업개발에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법도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해외농업
개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진입 경로와 수단을 확보
하고 있다.
외교채널을 통한 민간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요청하며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필요한 관련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어떠한 형태
로든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면 이점이 있고 정부나 EBRD 등의 국제기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민간 개발사업은 농업개발 및 투자 관련 규약을 준수하
게 되므로 투자자에게 사업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개별 민간기업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당 기업이나 사업에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민간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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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림팬오션

□ 곡물 사업 진출 배경
사료 곡물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 팬오션이 보유한 운송 기반 설비와 시
설을 활용하여 곡물 사업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수립해나갔다. 2014년 한국의
사료곡물의 해외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였고 하림그룹은 연간 3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었다. 국내 민간기업 중 사료곡물 수요가 가장 큰 하림그룹
은 곡물가격과 운송비 변동에 따른 수익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한
편, 팬오션은 세계 최대량의 곡물 운송 경험이 있으나 저시황72 하에서는 화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위기에 종종 봉착하였다. 그러나 팬오션은 대한해운과
마찬가지로 저시황에 강한 선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 사업 추진 방향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제일사료, 선진, 팜스코 등의 계열사와 연계하여 곡물
사업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글로벌 곡물유통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후 사료
생산, 사육, 육가공은 하림, 그린바이테크, 제일사료, 선진, 팜스코가 담당하고
있다. 계열사와 협력하여 축산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유통과 판매 사업 등 전방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팬오션이 곡물 트레이딩과 운송에 주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곡물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을 확보하며 사료와 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곡물유통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벌크화물 선대 구축에 주력할 예정인데, 이는 벌크
영업 형태 중 저시황에 적합한 모델 위주로 팬오션이 선대를 구축하여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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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운임지수 BDI가 1,000p 이하이면 저시황이라 한다. 저시황에서는 운임이 대다수 벌크
선박의 운용비용(opex) 이하이기 때문에 글로벌 벌크선사들에 적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187

인 흑자 기조를 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거래화주는 한전, 화
주는 한전, 포스코, 한국제분협회, VALE, 일본종합상사 등이다.
□ 주요 업무 및 실적
가격 경쟁력 있는 우호적인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에 주력하며,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산지별로 곡물유통(저장 및 수출)시설을 확보
하고 있다. 또한, 곡물 전용 수송 선대를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원가 선대를 구
축하는 작업과 삼국 간 곡물유통(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신규 시장 진출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팬오션의 실적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40만 톤을 핸들링하였고 매출액은 8
천만 불 정도였다. 2020년까지 핸들링 물량 570만 톤, 매출액 14억 달러를 달
성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 정책 관련 요청사항
먼저,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곡물
무역업체의 계열사와의 곡물 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부당
지원행위 금지’ 조항에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팬오션
미국법인의 곡물유통사업을 통하여 여러 계열사의 곡물 수입을 담당한다. 이를
부당지원으로 보고 금지하면 해외에서 식량자원을 생산하고 확보하는 민간기
업의 개발 및 투자 사업의 유인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령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 해당 시행령에 구
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규제 위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다.
둘째, 국내 기반의 곡물수출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과 세제 지원이 확
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나, 유통과
물류 등의 인프라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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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구매에 필요한 현물자금 확보 과정에서 일부분은 자본금 증자를 거치게
된다. 해외 주요 곡물생산지에서 곡물유통과 수출을 담당할 현지법인을 설립하
고 운영하기 위하여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곡물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화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특별 예산을 통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원산지별로 파종, 생장, 출하기 전반 환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지 파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해마다 파종기부터
출하기에 산지별로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의 물류, 판매, 품질관리 사정을 폭넓
게 파악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CJ 제일제당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CJ 제일제당은 국내 주요 식품 판매업체로, 시시각각 예민하게 변화하는 원
료 가격을 제품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원료 구매 업무를 매우 중
요하게 다룬다. 미국 시카고지사에 파견된 인력은 주요 곡물가격 동향과 가격
변동 원인을 파악하고 가격 전망에 따른 구매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요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산지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든지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원료가격 변화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원료를 공급해올 새로운 원산지를 찾고 확보하는 것이
CJ 제일제당과 같은 식품 생산 및 판매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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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사례의 성과와 문제점
제일제당은 먼저, 전분을 생산하여 들여올 목적으로 2000년대 초 캄보디아에
타피오카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전분
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해외식량자원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실시한 사
업이며, 이때에는 타피오카의 업스트림(upstream) 마켓에 진입하는 방향을 검
토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타피오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업의 수익성
이 하락하였고 생산비용이 커서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사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을 캄보디아 지역 특수성에 따른 것, 즉 지역 리스크로 인
식하고 이후에는 호주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호주 농장은 현재(2017년 6월) 운영 중이지만 타피오카 생산 사업은 전면 철
수하였고 주로 사탕수수 시험재배지로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 진출 초기에 현
지의 벤처업체와 계약을 맺고 품종 공급과 기계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협력 벤처업체의 기술 수준이 당초 파악한 것보다 낮아 작물을 상업화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타피오카는 수확 후 이틀에서 사흘 내에 가공 처리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지 벤처업체는 신속하게 가공 처리할 기술력이 부족
하였다. 기술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한 것이 사업
을 실패의 주원인이 되었다.
한편, 호주에서 당초 확보한 5,000ha의 농지 중 1,700ha를 타피오카 생산을
위해 임차하였다. 그러나 통상 매출 기준 100억 원을 달성할 때 기업 경영진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만
ha의 농장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사업성이 있을 만큼의 대규
모 농지를 확보하고 그에 적합한 생산, 가공, 유통 인프라와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로 산물을 반입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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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
유통을 위한 중간산지 시설은 제일제당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유통업
을 담당하는 CJ 프레시웨이가 동남아로 진출 계획이 있으므로 관련 시설 건립
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외곡물조달에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인
곡물엘리베이터는 투자비용이 너무 커서, 대한통운에서 해외유통물류 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선물시장 관리는 구매 팀에서 전담하는데, 선물시장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구매담당 측에서는 해외에서 농업 생
산을 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한편,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
고 곡물시황 일일보고를 시행하는 수준이다. 곡가변동 관리까지 실시하지는 않
는다.
확보한 곡물의 계약은 필요량과 품질 조건부 제안이 들어오면 대규모 곡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조건에 맞게 납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원맥의 경우
대부분 스팟(spot)성 사업이 많지만 원당은 장기계약 진행하는 것이 더욱 일반
적이다.
□ 확보한 곡물의 이용
원당은 주로 소재 원료, 옥수수는 사료 원료로 쓰인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
당은 연간 약 60만 톤으로 추정되며, 대두가 약 50만 톤, 원맥은 55∼65만 톤
정도 사용된다. 반입해온 옥수수는 CJ 제일제당에서 전분용으로만 사용한다.
□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앞으로는 직접 생산 계획은 가급적 배제하고 유통망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현지 수집상 역할이나 무역(트레이딩) 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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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곡물엘리베이터의 투자 위험은 너무 큰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몇 년 이
내 투자 계획이 없다.
지역적으로는, CJ 브리딩의 특화품종 개발사업을 위하여 동남아 진출에 주
력할 계획이다. 햇반과 두부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쌀이나 콩나물용 콩은
국내에서 이미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다.
□ 정부 지원 정책 관련 요청사항
민간기업의 인프라 직접 투자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ODA 형태로 농업 생
산 및 유통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생산, 가공,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한 자금, 운영인력, 기술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민간기업의 해외 농산업 진출 활성화를 가장 직접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외교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사업 추진
사례와 현재 검토 중인 미얀마 원당 사업 기획과정을 통하여, 제일제당은 캄보
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진출대상국에서 정부 관료와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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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북·남미 곡물산업 구조와 진출 조건

북미, 특히 미국은 광활한 국토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농경지로 조성하여 농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와 대두를 포함한 세계 주요 식량작물의
수요를 많은 부분 공급하는 국가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미국 세 나
라의 대두 수출량은 세계 수출량의 88%에 이르고, 옥수수 수출량은 73%에 달
한다(USDA ERS 2016).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 중 하나로, 특히,
미국은 국제곡물시장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곡물 생산에 적
합한 기후, 비옥한 토지, 진보한 생산기술, 곡물거래소의 가격 변동 위험 헤지
(hedge) 체계, 선진화된 항만 및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과 수출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곡물인 옥수수, 콩, 밀의 수입에서
미국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4%에 이른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17).
남미는 비옥한 토지와 다양한 지리조건과 기후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식량
가운데 옥수수, 콩, 감자의 원산지이다. 야생작물을 재배 가능한 품종으로 전환
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호박, 고구마, 토마토, 카사바, 아보카도, 땅콩,
카카오가 처음 재배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이러한 곡물과 채소의 생산과 수출
이 활발하다. 또한 안데스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단식 영농 도입과 인공수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작물 재배와 재배방식이 시도되면서 농업이 발
전하여 온 지역이다. 중남미 지역의 농업 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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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FAO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인구 식량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이에 따
라 남미의 농업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이 지역의 농산물 수출량은 세계 수출
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일차적인 정책적 목표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이라는 점과 미주 지역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주의 농업개발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
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북미와 남미 두 지역으로 나누어 미주대륙의 대규모 곡물생산
권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북미와 남미 각각의 곡물 생산 규모와
주요 곡물의 가치사슬 구조를 파악하고 미국 곡물시장에 관여하는 우리 기업
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의 에탄올 정책의 개요를 일별하
고, 미국의 에탄올 정책이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북미와 남미 진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이 국
제곡물유통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1. 북미

1.1. 북미 곡물생산 권역의 특성
1.1.1. 곡물 생산 규모
미국은 일리노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주 등을 중심으로 중서부
곡창지대를 형성하며 ‘콘벨트(corn belt)’를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 식량작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최근 종자, 비료, 기계 값이 상승하였으나 국제곡물 수요 증
대와 곡물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식량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규모 곡물 재배 농장의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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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옥수수 생산 규모
2016년 기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약 3억 8,478만 톤이며, 옥수수 재배면
적은 총 3,468만 ha에 이른다. 수확량은 ha당 11톤이며, 주요 재배지역은 일리노
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
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미국 중서부에 걸쳐 형성된 ‘콘벨트(corn belt)’ 지역이다.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량은 2016년 1억 2,600만 톤에 이르렀고 사일리지 재배면
적은 총 99만 ha이며, 생산량은 ha당 약 51톤으로 집계된다(USDA 2017: 109).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세계 옥수수 총생산
량 중 미국의 비중은 양곡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36%, 수출량 비중은
38%에 달한다. 전미옥수수재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NCGA)
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의 약 70%가 수출된다. 2010년에서 2014년
까지 미국 옥수수 단수는 가뭄 피해가 있었던 2012/13년을 제외하고, 세계 평
균 옥수수 단수인 5.47톤/ha 대비 9톤/ha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미국의 콩 생산 규모
콩은 2016년 기준 1억 1,721만 톤을 생산하였고 콩 재배면적은 3,308만 ha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다. 주요 재
배 지역은 대평원(Great Plains) 북부에서부터 애팔래치아 산맥에 이르는 미 북
부 지역으로 23개 주(인디아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
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아나,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켄터키 등)에 걸쳐 콩이 생산된다(USDA 2017: 114-115).
세계 콩 총생산량 중 미국 생산량 비중은 양곡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4년
약 35%, 전 세계 콩 수출량 대비 미국 수출량 비중은 37%에 달한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의 약 44%가 수출된다(아이오와 농업국 Iowa Farm Bureau 2017).
미국의 2014/15년 기준 콩의 단수는 약 3.2톤/ha로 추산되었고, 이는 같은 해
세계 대두 단수인 2.7톤/ha을 상회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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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곡물 생산 및 물류 체계
미국이 국제곡물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은 생산에 적
합한 기후 조건과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첨단 생산가
공 기술, 곡물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hedge) 시스템, 가치사슬 단계마다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물 반입이나 삼국 간 무역(cross trade)을
시도할 때 대규모 물류운송 인프라의 부재가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에 반하여, 미국은 체계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주요 곡물기업의 가치사슬 수직계열화
미국 곡물산업 가치사슬구조에서 장악력이 큰 기업들은 다수의 곡물 운송 엘
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농가로부터 구입한 곡물을 회사가 소유한 물류운송
인프라를 활용해 직접 수출용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수출한다. 곡물 메이저 업
체들은 미국 전역의 대규모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원료 구매 수요가 있
는 해외 기업에게 다시 판매하는 트레이딩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곡물업체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수출은 대규모 곡물업체가 기획하
여 수출대상국의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통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수로 물류 체계
미국이 생산하는 곡물 중 옥수수와 콩의 주요 수출경로 가운데 수로 이동경
로는 주요 생산지역인 중부 대평원 지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인 일리노이 강과 오하이오 강이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 항구에서 선적된다. 그 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한국까지의 수로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곡물생산자는 농장에서부터 인접한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리버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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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곡물을 단기간 보관하면서 바지선에 선적하는 기능을 한다. 바지
선은 미시시피 강 하류를 따라 뉴올리언스 항구에 도착하고 수출 엘리베이터
가까이에 계류되어 차례로 하역한다. 그 후 곡물은 사일로에 단기간 보관되다
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연방곡물검사국의 수출검사에
통과되면 본선에 선적된다. 이러한 경로는 일반적으로 수출 전용이며, 국내 유
통을 위해 이 경로를 채택하면 다단계에 걸친 수송이 필요하여 비용이 상승하
는 단점이 있다(이대섭·송주호·김정승 2009: 19-20).
□ 육로 물류 체계
미국 곡물 수출의 다른 주요 경로는 철도를 이용한 육로 물류 체계이다. 서해
안(West Coast)에 위치한 포틀랜드(Portland, PNW) 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물
류이동 경로이다. 포틀랜드 항은 당초 항구와 가까운 산지에서 생산되는 밀을
수출하는 거점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두와 옥수수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시
시피 강 중심의 수로 물류체계의 대안으로 점차 주목 받고 있다.
수로 물류체계에서 활용하는 리버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터미널
엘리베이터(Terminal elevator)는 철도의 주요 간선과 지선을 따라 건설된다. 터
미널 엘리베이터는 유닛트레인(Unit Train)이나 셔틀트레인(Shuttle Train)이라
는 화물열차에 곡물을 적재하는 시설이다. 대략 1주일의 시간을 두고 미국 중
부와 북부에서 서해안 포틀랜드 항까지 수송된다. 미국 서해안의 옥수수 수출
항은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사가 이용하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 항과 카
길(Cargill)과 CHS가 주로 이용하는 타코마 항, 그리고 ADM, 미쓰비시가 이용
하는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항 세 곳이다(이대섭 외 2009: 21).

1.1.3. 미국 곡물시장의 주요 기업 현황 및 특징
미국의 주요 곡물기업은 곡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 수출에 이르기까
지 곡물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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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미 지역의 유리한 농업 여건을 바탕으로 생산된 원료를 대량 확보
하는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세계 곡물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볼 수 있다. 소위 4대 곡물 메이저73가 국제적인 곡물 수출 경쟁력
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우위는 생산과 가공뿐만 아니라, 곡물을 국내외로
유통하고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곡
물 등 농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확 후 일정 기간 작물
을 저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장거리 운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 곡물의
저장과 선적을 가능케 하는 곡물수출입 엘리베이터 보유 여부는 업계에서 각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2009년과 2012년 미국 농무
부의 조사에 나타난 북미(미국과 캐나다 소재의) 곡물엘리베이터 운영 현황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북미 지역 곡물수출엘리베이터 현황 변화(2009, 2012년)
소재항구

관리회사
집계 연도

4대
메이저

수
’09

저장용량
비중

’12

’09

선적용량

MT/일

’12

’09

비중
’12

’09

MT/일
’12

’09

비중
’12

’09

’12

ADM

8

9 14.0 15.5

989,830 1,049,983

11.1

12.8

15,967

19,332

13.5

16.5

Cargill

8

6 14.0 10.3 1,609,228 1,380,998

18.2

16.8

20,304

17,310

17.2

14.8

LDC

5

4

8.8

6.9

707,603

658,615

8.0

8.0

10,348

9,123

8.7

7.8

Bunge

2

2

3.5

3.4

386,460

386.460

4.4

4.7

7,185

7,185

6.0

6.1

소계

23

21 40.4 36.2 3,693,121 3,476,056

41.7

42.4

53,804

52,950

45.4

45.3

Zen-Noh

1

108,862

1.2

1.3

3,266

3,266

2.7

2.8

기타

33

36 57.9 62.1 5,051,319 4.617.255

1

1.8

57.1

56.3

61,194

60,718

51.7

51.9

계

57

58

100

100 118,264 116,934

100

100

100

1.7

108,862

100 8,853,302 8.202.173

자료: USDA(2012).

북미 지역 항구에서 수출 엘리베이터의 선적용량은 2012년 기준으로 ADM
과 카길 사가 각각 16.5%, 14.8%를 점유하고 있다<부표 2-1>. 엘리베이터가
73

아처다니엘스미드랜드(Archer-Daniels-Midland: ADM), 벙기(Bunge), 카길(Cargill), 루이 드
레퓌스(Louis Dreyfus Corporation: L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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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4대 메이저 곡물기업의 항구 수는 2012년 총 21개이다. 2009년 조사
자료(이대섭·송주호·김정승 2009)에 비하여 메이저 기업의 항구 수가 2곳이 감
소하였으나, 여전히 북미 지역 전체 항구 수의 36%를 차지한다. 4대 기업 엘리
베이터의 1일 곡물 저장능력과 선적능력은 각각 347만 6,056톤, 5만 2,950톤이
다. 4개 기업 가운데 카길(Cargill)의 저장용량은 138만 톤, ADM의 선적용량은
1만 9,332톤으로 곡물업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ADM,
루이 드레퓌스(LDC), 벙기(Bunge) 순으로 엘리베이터의 저장 및 선적용량이
크다. 일본의 젠노(Zen-Noh)가 소유한 루이지애나 소재의 곡물엘리베이터의
저장능력은 약 11만 톤이고 선적능력은 약 3,300톤이다.
초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이 기업들은
농지와 같은 생산수단보다 유통과정을 장악하여 국제곡물거래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곡물거래 사업은 신용과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가족기업 형태의 경영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카길은 주식을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대 메이저 기업은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주로 현지법인
을 설립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낮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비밀계좌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대부분의 곡물거래자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대섭·송주호·김정
승 2009: 36).

1.1.4. 미국 에탄올 정책과 곡물시장 파급효과
2008년과 2011년 옥수수를 포함한 세계 주요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된
이유는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 소비량이 증가하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각종 식품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바이오 에탄올
연료 증대로 지목되고 있다. 1978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통과되면서 에탄올
생산에 관한 정책이 추가되었는데, 당시 에탄올 생산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 이
유는 옥수수가 공급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즉, 에탄올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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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옥수수 시장을 확대하여 옥수수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다. 에탄올 사용량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2007∼2008년과
2011∼2012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
미국에서는 에탄올 연료탱크를 장착한 차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휘발유에 비하여 에탄올 연료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바이
오에탄올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양이 가축사료와 식품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양을 앞질렀으며, 미국 중서부에만 에탄올 공장 1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하여 미국에서 유독 에탄올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정
부가 에탄올연료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에너지법
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탄올 연료의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다른 화석연료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에탄올 원료가 되는 옥
수수와 사탕수수 수요는 점차 증가하여 왔다.
에탄올은 미국에서 약 25년 전부터 연료로 생산되었다. 1978년 ｢에너지정책
법(Energy Policy Act)｣의 에탄올 연료 1갤런당 40센트의 보조금 지원을 기점
으로 에탄올 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이래로 에탄올
보조금은 갤런당 약 40∼60센트 선에서 형성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현재 미
국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에탄올 1갤런당 51센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에탄올 정책을 통하여 원유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의 변화
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Tyner &
Quear 2006). 2006년에도 부시 전 대통령은 연두 교서를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 골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증대였다. 이러한 미
국 에탄올 연료 지원 정책기조는 식량으로 쓰여야 하는 곡물을 연료 생산에 사
용한다는 식량윤리 위배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
의회는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법안을 발의하였고,
에탄올연료 추가 세제 혜택과 바이오디젤 지원 연장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부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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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미국의 에탄올 보조금 관련 법안 개요
연도

법안 이름

주요 내용

1978

에너지세법(Energy Tax Act)

태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구입 및 설치 사업자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1980

바이오매스에너지 및 알코올 연료법
바이오매스와 알코올 연료 사용 사업자의 대출 보증 혜택 제공
(Biomass Energy and Alcohol Fuels Act)
에탄올 1갤런당 0.5달러의 세금 감면과 휘발유 1갤런당 0.09달러의 소비세
인상

1982

육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1984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1988

대체 모터 연료법
(Alternative Motor Fuels Act)

1990

일괄예산조정법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0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개정안

모터연료의 대기오염 유발 인정

1992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85(에탄올 연료)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

1998

21세기교통효율화법안(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the 21st Century)

2004

일자리창출법(Jobs Creation Act)

에탄올 보조금 체계를 이전의 소비세액 공제 형태에서 에탄올 혼합기에 대한
세금공제로 변경. 2010년까지 에탄올 세액공제 연장

2005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재생가능연료기준(2006년 40억 갤런에서 2012년 75억 갤런으로 확대) 개정

2007

2011

에탄올 1갤런당 0.06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
대체 모터 개발연구(R&D) 시행 및 자동차 생산자를 위한 연료산업기금 제공
에탄올 세금 인센티브의 10년 연장(2000년)과 더불어, 에탄올 1갤런당
0.54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하향 조정

에탄올 보조금 적용기한 연장(2007년까지)과 더불어 2005년까지 세금
감면액을 1갤런당 0.51달러로 하향조정

에너지독립안보법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에탄올중간혼합물 연료화 타당성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평가 실시
개방연료기준법
(Open Fuel Standard Act)

향후 미국생산 자동차의 비석유 연료 사용 기준 준수 의무화(2014년 생산한
자동차의 50%, 2016년산의 80%, 2017년산의 95%가 알코올 연료 등
대체에너지원으로 운행)

자료: Tyner(2015: 1).

미국정부의 에탄올 연료 사용 보조금 등의 정책 역사에서 상당 기간 원유가
격은 배럴 당 20∼30달러 선에 머물렀다. 이처럼 낮은 원유가격은 정부보조금
이 제공되는 에탄올 연료의 원료, 즉 옥수수의 가격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원
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게 되면, 옥수수 가격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 상승기에 미국의 에탄올 생산 투자는 수익성이
매우 좋았고, 에탄올 관련 산업에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였다(Tyner 2015: 3-4).
당분간 에탄올 수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정부의
에탄올 연료 사용 장려지원 정책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에탄올의 주원
료로 쓰이는 옥수수 수요와 가격은 변동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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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현황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업자로 미국 농무부 곡물검사국(USDA-GIPSA)
에 정식 등록된 우리 기업은 포스코대우와 팬오션 두 기업이다. 두 기업의 미
국 현지법인은 모두 뉴저지(New Jersey)에 소재해있다(USDA-GIPSA 2016).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1년 삼성물산, STX, 한
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카고에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aT 그레인컴퍼니(aT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곡물유통망 확보
에 실패하여 2014년 사업을 청산하였다. STX는 2013년까지 미국 현지법인을
운영하였으나 기업이 팬오션으로 인수되면서 미국법인도 경영을 중단하였다
(USDA-GIPSA 2013).
팬오션은 2015년 7월 하림그룹에 편입되면서 곡물 사업실을 새로 설치하고
미국 뉴저지에 팬오션 아메리카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지 법인은 미국 농무부
(USDA)로부터 곡물수출허가를 받고 글로벌 곡물유통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 곡물 약 31만 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공동구매를 통
하여 확보한 남미산 옥수수 7만 1,500톤을 브라질 산투스 항에서부터 8만
1,500톤급 선적에 실어 인천항으로 들여왔다(이데일리 2016). 대규모 해상운송
기반을 보유하며 곡물엘리베이터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사료용 곡물을 국내
에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북미를 포함한 주요 국제곡물유통시장 진입 거
점을 마련하는 기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팬오션 2016).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미국에서 곡물 수출 사업을 시작하였다. 곡물 수출
(트레이딩) 부문 회사로 등록된 현지법인은 한 곳이나(USDA-GIPSA 2015), 원
료, 물류, 금융 등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캐나다 밴쿠버 및 멕시코 알타미라 소
재)과 생산법인(미국 펜실베이니아 및 멕시코 알타미라), 가공센터(미국 앨라
배마 및 멕시코)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어(www.posco.co.kr: 2017. 5. 28.) 곡
물의 유통 및 수출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가공, 물류, 금융 부문의 사업이 자
사의 현지법인을 통하여 측면 지원되는 구조이다.
포스코대우의 중단기(5년 이내) 계획에 북미에서의 구체적인 식량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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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은 부재하다. 북미 시장은 필드(field)에서부터 포트(port)까지 곡물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딩은 포스코대우
가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 부문으로, 북미를 포함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트레이딩부터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3. 시사점
1.3.1.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융자 확대
북미 지역의 농업 생산활동은 주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한다. 대규모 곡
물 생산권역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려
면, 곡물유통과 수출에 필수적인 물류와 운송 인프라를 진출기업이 직접 보유
하거나 운영 및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기업 중 그나마 북미 지
역 진출을 통한 해외곡물 확보 의지와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북미 지역 생산에
적합한 대규모 물류 및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매우 부
담스럽게 여긴다.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류운송 인
프라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모든 투자비용을 자사에서 출자할 수 없
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융자를 활용하여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 융자 규모는 2016년 약 126억 원이었
다. 그러나 산지 및 터미널 엘리베이터의 경우, 설치비용은 약 30억 원(미화 약
3,000만 달러)이고 운영비는 약 2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수출항 엘리베이
터의 경우, 설치비용은 약 300억 원(미화 약 3억 달러)이며 운영비는 약 200억
원(약 2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인프라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이 정부의 융자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와 운송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
라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정부의 융자 규모가 실질적
인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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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융자금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 계획되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
는 방안이 현실적인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2. 곡물산업 가치사슬 구조 및 비즈니스 흐름 파악
북미 지역 곡물 생산 권역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세계 4대 곡물 메이저를
포함한 거대 초국적 농산업 기업들이 단순히 곡물산업의 가치사슬구조 중 한
분야에만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산업의 전 가치사슬에 관여한다는 것이
다. 생산과 가공 부문은 언급할 것도 없이, 유통과 수출을 위한 대형의 첨단 인
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신젠타나 몬산토와 같은 화학비료 및 종자 등 농업 투
입재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들과도 매우 긴밀한 사업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농업의 특정 부문(생산, 가공, 유통, 트레이딩 등)만을
다루어서는 사업의 규모화를 이룰 수 없고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
다. 즉 효율적인 투자와 진출을 위해서는 곡물산업 가치사슬 구조와 비즈니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북미 지역 특성상 개별 기업이 하나
의 농업 분야에 특화하여 진출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업과 인수합병 등
의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 형태로 가치사슬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방향을 검토
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부도 2-1>은 미국 옥수수 산업 가치사슬 구조이며,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사업 주체를 크게 분류하더라도 그 구성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미지역은 주요 곡물산업 관련 기업이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 동시에 관여
하는바, 기업 간 비즈니스 역학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방식으로 단기성과를 기대하
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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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미국 옥수수(곡물) 가치사슬 구조

자료: Lowe & Gereffi(2008: 25).

북미 지역 사업 진출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형태
를 고집하기보다는, 북미 비즈니스의 흐름과 기조에 순응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범포(pilot) 형태의 거점을 확보하고 기존 기업의 비
즈니스 운영 방식을 전수받는 유형의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거점 지역과 거래 시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고용인 승계,
기존 곡물거래 사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지속, 거래 시점에 적합한 예산 투입
과 같은, 시설물 확보 이후 단계의 사업 운영 계획도 가치사슬과 비즈니스 흐
름 파악 결과에 따라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부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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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가치사슬 및 비즈니스 흐름 파악을 통한 북미 진출전략

곡물산업 가치사슬 구조 및 비즈니스 역학관계 파악

기존 기업 비즈니스 운영방식 전수
▪ 기존 고용인 승계
▪ 기존 곡물거래 파트너 네트워크 유지

시장동향 자체조사 및 파악
▪ 시범사업 형태로 투자 거점 확보
▪ 거래 시점에 적합한 예산 투입

(단기) 수요량 확보된 특수품목 소량 컨테이너 운송

(중장기) 비즈니스 흐름과 기조에 순응하여 사업의 점진적 확대

자료: 국내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3. 곡물시장 수급동향 파악을 위한 인력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
곡물시장은 국제 정세와 기후환경 변화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수많은 재화의
원료로 쓰이는 곡물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곡물 생산 및
거래 사업은 투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북미 농업 진출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기관에서 가공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곡물
시장의 흐름 변화에 따라 특정 작물의 거래가격과 수익성은 어떤 영향을 받는
지 곡물 산지 파종기부터 출하기까지 분석하여 정확한 투자 지점과 시기를 파
악해야 한다. 북미 지역 곡물산업의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전, 곡물시장과 북미 지역 시장의 수급 현황과 거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투자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곡물 관련 정보 사업은 곡물수급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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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기경보시스템인데, 이 정보 사업들은 주요 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급 예측은 곡물 생산 현장에 구축된 모니
터링을 통한 현지 업계 정보가 훨씬 정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인 곡물수
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설과 운영 체계 인수를 통하여
기존 현지 경력직원의 모니터링 경험을 전수 받고 한국 직원을 산지에 파견하
여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지 곡물정보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아닌,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일
회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곡물비즈니스를 위하여 진출하는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지에 한국 직원을 파견하고 현지의 기존 경
력직원을 고용하여 모니터링과 리포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북미 지역
진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2. 남미74

2.1. 남미 곡물생산 권역의 특징
2.1.1. 남미 농업 개황
남미는 전 세계 식량수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식량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다. 아래 <부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옥수수
의 경우 미국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지만, 콩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수
출량이 미국을 넘어서고 있어 콩의 수출은 어느 정도 남미가 주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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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은 남미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한 위탁연구(김용택, 전
남대학교)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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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또한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지에 개발되지 않은 많은 농
지를 갖고 있어 향후에도 농업 생산과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으로 인
식되고 있다.
최근 남미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식량생산과 수
출은 크게 늘었지만 남미 농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남미는 대규
모 기업농과 소농 간의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따
라서 남미는 단순히 식량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소농
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남미의 농업 생산성이 크
게 향상된 원인으로는 1)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과 농지 개간, 2) 단수가 높
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 비료와 농약의 사용, 3) 소비시장의 확대로 인한
신규 수요 증가, 4) 육류 수요의 증가 등에 있다. 이처럼 세계 농업에서 남미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종자와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향후 남미 농
업발전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과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남
미 농업은 주로 대규모 상업농을 기반으로 한다. 옥수수와 밀과 같은 곡물은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에서 기본 식량으로 재배된다. 축산물 생산도 남미 농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일부 지역은 상업 축산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팜파스 지역, 브라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야노
스(Llanos)는 유명한 축산 산지다.
<부표 2-3> 세계 주요 생산국의 옥수수, 콩 생산과 수출 비중(유통 연도 2008∼2012)
단위: %
구분

옥수수

대두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아르헨티나

2.7

16.9

18.0

9.5

브라질

7.6

14.0

28.1

36.8

미국

36.5

42.2

34.5

41.8

합계

46.8

73.1

80.6

88.1

자료: USDA(2014). 해외 농업 서비스의 생산, 공급, 유통에 관한 USDA 데이터베이스 기반 경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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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국은 풍부한 농지와 농촌 노동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세하두 지역은 2억 700만 ha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48개
주 농지의 26%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작가능면적은 거의 1억 2,000만 ha이며,
이 가운데 1억 ha 미만이 경작되고 있다. 경작지 중 3,000만 ha는 관개 농지이
며 나머지는 목초지이다. 세하두 개발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조방적 축산, 집약적인 콩 재배 등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모두 농업 생산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 2011년에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
량은 5,30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남미가 세계 소고기의 20% 가량을 생산하였다.

2.1.2. 브라질 농업 개황
브라질의 국토면적은 851만 1,965㎢로75 한반도의 37배, 남한의 85배로 세계
5위 규모이다. 브라질의 인구는 2억 608만 명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 7,726억 달러이
며, 이 중 농업은 791억 달러로 국민경제에서 비중은 4.5%이다<부표 2-4>.
<부표 2-4> 브라질의 농림수산업 위치(2015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국내총생산(GDP)

17,726

-

농림수산업

791

4.5

일인당 GDP(달러)

8,528

자료: UN 통계(2016).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 농지면적은 2014년 기준 약 2
억 8,259만 ha이며, 이는 전 국토면적의 33.2%를 차지한다. 1인당 경지면적은
0.4ha이나 농업경제활동 인구 당 경지면적은 약 26ha에 달한다<부표 2-5>.

75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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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브라질 농지의 비중(2014년)
구분

면적(만 ha)

비중(%)

전체 국토

85,158

100.0

농지

28,259

33.2

ㆍ영생작물 제외

8,002

9.4

657

0.8

19,600

23.0

ㆍ영생작물 재배지
ㆍ목초지
자료: FAO 통계(2015).

주요 농산물로는 사탕수수, 커피(원두), 오렌지, 콩, 담배,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등이 있다. 2014년 현재 세계 농업 생산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는 콩, 커피, 사탕수수, 오렌지 등이 있으며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1위를 차지
하는 품목은 콩,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오렌지, 닭고기 등 7개 품목이나 된
다. 이외에 에탄올, 쇠고기의 경우, 세계 생산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
니라 세계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2-6> 및 <부
표 2-7> 참조).
<부표 2-6> 브라질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옥수수

5,536

5,566

7,107

8,027

7,988

대두

6,876

7,482

6,585

8,172

8,676

사탕수수

71,746

73,401

72,108

76,809

73,611

카사바

2,97

2,535

2,304

2,148

2,325

쌀(벼)

1,124

1,348

1,155

1,178

1,218

커피(원두)

291

270

304

296

280

오렌지

1,850

1,981

1,801

1,755

1,693

담배

79

95

81

85

86

쇠고기

912

903

931

968

972

닭

1,069

1,142

1,153

1,239

1,252

자료: FAO 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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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라질은 축산업이 매우 발전하였는데 이는 전 국토의 20%가 초원으
로 목축을 위한 풍부한 자연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대규
모 축산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닭고기와 쇠고기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부표 2-7>.
<부표 2-7> 세계 농업 생산과 수출에서 브라질의 위치(2014)
단위: %
품목

세계 생산

세계 수출

콩

31(1)

38(1)

옥수수

9(3)

22(1)

커피

34(1)

26(1)

설탕

22(1)

45(1)

에탄올

21(2)

38(2)

오렌지주스

57(1)

81(1)

쇠고기

16(2)

19(2)

돼지고기

3(4)

9(4)

닭고기

15(3)

35(1)

주: ( ) 세계 순위.
자료: PwC(2014).

이처럼 브라질은 전 세계 농업 생산과 수출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
가이다. 또한 브라질은 추가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많아 최근 투자 대상으로
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농산물 무역의 경우, 2013년 현재 수출하는 상위 5개의 농산물은
콩, 원당, 닭고기, 대두박, 옥수수이며 수입하는 상위 5개 농산물은 밀, 천연고
무, 맥아, 조제식품, 올리브 오일이다. 이처럼 브라질은 광활한 농지, 풍부한 농
업용수, 양질의 농업인력,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들이 활동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인 농업 강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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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브라질 농업의 SWOT 분석
강점
ㆍ경제에서 농산업이 높은 비중 차지
- GDP 22%, 수출 37%
ㆍ세계 농업 생산과 수출의 선도 국가
ㆍ농업의 다양성, 높은 농업 생산성
ㆍ낮은 생산비
ㆍ수출 위주의 정책 추진
ㆍ적은 농업보조금
ㆍ효과적인 공공 및 민간 R&D 체계
ㆍ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ㆍ활발한 국제곡물 메이저 활동
기회요인

약점
ㆍ수입자재(비료)의 높은 의존도
ㆍ농업금융과 농업보험의 제약과 관료화
ㆍ농가저장시설 부족
ㆍ물류 운송 인프라 미흡
ㆍ인적자본 부족
ㆍ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구조
ㆍ공공정책 미흡
ㆍ비숙련 노동의 높은 비중
ㆍ비위생적인 축산업
ㆍ농가, 원주민, 사회 갈등
위협요인

ㆍ마라냥(Maranhao) 주, 피냐이스(Pinhais) 주, 토칸칭스(Tocantins) ㆍ환율의 불안정성
주 등에서 신규농지 개발
ㆍ높은 이자율
ㆍ건강, 편의성, 영양을 강조하는
ㆍ국제교역의 비관세장벽
식품소비 시장의 확대
ㆍ외국인 농지 구입 제한
ㆍ농산업 회사의 인수합병과 국제화 확대
ㆍ농지 및 투입재 가격의 상승
ㆍ도로, 항만 등의 민영화 증가
ㆍ환경 운동의 강화
ㆍ새로운 농업 기술의 강화와 확산
ㆍ국제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심화
ㆍ빈곤과 불평등 완화
ㆍ식품표준 및 인증 강화 등으로 생산비 증가

2.1.3. 아르헨티나 농업 개황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국토와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다. 국
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지 면적은 약 53%로, 경작지와 영생작물 재배 지역이
이 중 약 30%를 차지하며, 나머지 70%는 목초지이다.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
진 팜파스 지역은 중동부 지역의 초원 지대로 전체 농지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 팜파스 지역은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곡창 지대
이며 야채 생산과 축산업도 크게 발전한 지역이다. 팜파스 지역 이외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사탕수수를 주로 재배하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마테차 등을 재배하
며, 중서부 쿠요(Cuyo) 지역에서는 와인용 포도를 주로 재배한다. 주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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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마테차와 박하의 생산이 세계 2위이며 콩 생산은 3위, 그리고 옥수수와
쇠고기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 형태로 보면 소수의 기업농이 대규모 농지
를 소유하고 있어 농업에서 빈부 격차가 심하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에
20%, 밀에는 23%의 수출세를 부과하였지만 최근 옥수수와 밀의 수출세를 폐지
하였다. 농산물 수출세가 폐지되면 옥수수와 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와 대조적으로 콩에 대한 수출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콩에 35%,
대두유와 대두박에 각각 32%의 수출세를 부과하였던 것을 2016년부터 매년
5%p씩 인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수 급감을 우려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
년 12월까지 콩 수출세를 매월 0.5%p씩 낮추겠다고 수정 발표하였다. 과거 농산
물 수출세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국제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농산물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표 2-9> 아르헨티나의 농림수산업 위치(2015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국내총생산(GDP)

6,323

-

농림수산업

318

5.0

일인당 GDP(달러)

14,565

자료: UN 통계(2016).

<부표 2-10> 아르헨티나 농지의 개황(2014년)
단위: 만 ha, %
구분

면적

비중

국토

27,804

100.0

농지

14,870

53.5

3,920

14.1

100

0.4

10,850

39.0

- 경지(영생작물 제외)
- 영생작물 지역
- 목초지
자료: FAO 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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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아르헨티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두

5,268

4,889

4,010

4,931

5,340

옥수수

2,266

2,380

2,380

3,212

3,309

사탕수수

1,889

1,981

1,977

2,370

2,450

밀

902

1,607

1,468

813

932

해바라기씨

223

367

334

310

206

마테차

25

25

25

25

23

박하

0.7

0.7

0.7

0.7

0.7

우유

1,031

1,121

1,124

1,180

1,101

쇠고기

263

250

259

282

267

자료: FAO 통계(2015).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무역은 2013년 현재 수출하는 상위 5개의 농산물은 대
두박, 옥수수, 콩, 콩기름, 쇠고기이며 수입하는 상위 5개 농산물로는 바나나,
조제식품, 천연고무, 커피, 콩기름이다.
<부표 2-12> 아르헨티나 농업의 SWOT 분석
강점

ㆍ농업에 유리한 자연조건
ㆍ높은 농업 생산성(무경운 기술 등)
ㆍ효과적인 운송체계
ㆍ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ㆍ대규모 농기업의 발달과 선진화된 농업개발 모델의 적용
ㆍ곡물 메이저 이외에 자국 곡물기업의 활발한 활동
ㆍ아열대부터 남극까지의 다양한 기후대

약점
ㆍ취약한 자본시장
ㆍ관련 기업들의 낮은 경쟁력
ㆍ부의 불평등
ㆍ비공식경제의 높은 비중
ㆍ높은 부패지수
ㆍ산지와 수출 항구가 인접하여
내륙수송비 절감
ㆍ높은 조세부담
ㆍ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정책
(내수가 부족하면 수출 금지)

기회요인
ㆍ단기 중기 부동산 투자 붐 가능성
ㆍ식품제조 및 가공산업의 확대
ㆍ인적자본 개발 가능성
ㆍ경제위기에 대응한 기업의 적응력
ㆍ메르코수르(MERCOSUR)로 인한 무관세
ㆍ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
ㆍ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개발
ㆍPPP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조건

위협요인
ㆍ높은 인플레이션
ㆍ예측 불가능한 정부 개입
ㆍ수출이 일부 품목에 집중
ㆍ경제위기의 가능성
ㆍ무역협회의 정치화
ㆍ국회다수당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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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미 곡물의 가치사슬76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의 가치사슬은 투입 → 생산 → 곡물 확보 → 집하 및
저장 → 해상 운송 → 물량 인도 → 트레이딩 및 판매, 수출의 경로를 따른다.
다음 <부도 2-3>은 브라질 콩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기능별로 단계화하여 흐름
을 시각화(Mapping)한 것이다.
<부도 2-3> 브라질 콩의 글로벌 가치사슬

브라질의 경우 대두와 옥수수는 주산지 5개 주가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등 주산지로의 집중도가 높다.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 유통과 물류는
대부분 곡물 메이저가 주도한다. 곡물 메이저는 산지 저장시설을 운영하며, 직
접 곡물을 매입하며 트럭을 통하여 항구로 운송하여 자체 터미널을 통하여 세
계로 수출한다. 이때 선도거래로 생산자에 자금을 공급하며, 미국 시카고 선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물류비와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곡물가격은
GMO과 Non-GMO로 구분되어 있다. 트럭 운송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트
럭 60%, 철도 33%, 해운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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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남미는 상기 기술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곡물은 콩과 옥수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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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 현황은 항구는 산투스(Santos), 파라나구아(Paranagua), 리우그란
데(Rio Grande)에서 전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며, 최근에는 아마존
강 유역의 이타코아치아라(Itacoatiara), 산타렝(Santarem) 항구도 이용한다(김
용택 외 2010: 210). 산투스 항은 상파울루에서 남동쪽으로 68km에 위치하고
그 길이가 총 13km이며, 60선석의 접안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농식품신유통연
구원 2011: 18). 브라질 곡물의 수출 경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마토그로수
(Mato Grosso)주에서의 곡물수출경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수출의 활성화
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출경로의 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2.3.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현황
남미에 진출한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진출기업의 4% 가량인 6개 기업이
며 대표적인 진출기업으로 돌나라통상(한농복구회), 인성실업, 서울 도시가스
등이 있다. 주로 재배하는 작물로는 사탕수수, 옥수수, 콩, 버섯, 블루베리, 클로
버, 귀리 등이 있다. 남미는 세계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
라의 주요 농산물의 수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기업이 남미에
진출한 비중은 매우 낮다. 주요 이유로는 거리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과거 실
패 경험과, 곡물 메이저들이 유통과 물류 등을 장악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남미농업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농업개발이다. 한
농복구회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브라질 바이아(Bahia) 주 포르모사(Formosa)
시 지역의 1만 5,000ha를 매입하여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브라질 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은 한농복구회가 그동안 여러 해외지역에서 쌓은
농업 생산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유기농산물에 관
심을 갖는 식품가공회사를 브라질 농업개발의 투자자로 참여시켜 브라질 농업
개발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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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복구회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년 10월에 자본금 1억 3,900만 원
으로 별도 현지법인인 파젠다 돌나라(Fazenda Doalnara Ltda)를 설립하였고, 사업
부지의 매입과 임차를 위해 2009년 10월 현재 토지 소유자인 카냐브라바 아그로페
쿠아리오(Canabrava Agropecuaria Ltda.)와 토지매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농업개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유기농 생산을 대규모
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기농법은 대규모 농업 생산에 적용하기 어
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농복구회는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목적을 식
량안보로 설정하고 있어 브라질 농업개발의 기조를 유기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이
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한농복구회는 농장을 유기농 기법
과 브라질 대농을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한농복구회는 유기농산물의 판
매계획으로, 생산한 곡물을 가격 변동에 따라 돌나라통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거
나 브라질에서 내수 판매한다는 계획과, 현지에 미크로 오아시스 식품회사를 설립
한 후 가공시설을 갖추고 유기 농산물식품을 판매할 계획 등을 설정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한농복구회 사례 이전에 정부 주도로 시행한 남미 농업개발은 대
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에 정부는 인구를 국외로 분산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이민을 장려하고 이들 이민자의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
외 농장을 매입하였다. <부표 2-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와
KOICA는 1978년에 아르헨티나의 야타마우카(Llajta Mauca) 농장을, 그리고
1981년에 산 하비에르(San Javier) 농장을 구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968년 파라과
이의 산 페드로(San Pedro) 농장과 1980년에 칠레의 테노(Teno) 농장을 매입하였
다. 당시 이들 4개 농장의 구매액은 현재 가치로 79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보건
복지부가 남미 땅을 매입한 것은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가 해외이주 업무
를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한 해외 농지들은 성공
적이지 못하였다. 정부는 땅을 매입한 이후에 구입한 땅이 영농에 부적합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고, 농장 관리 및 세금 납부, 현지조사를 위한 용역비용 등으로 구입한
농장은 장기간 방치되었다. 이주한 이들이 농장을 이탈하면서 정부 주도의 남미 농
업개발사업은 중단되었으며, 당시에 구입했던 농장 중에서 야타마우카와 테노 등
2개 농장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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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3> 과거 정부 주도 남미 해외농업개발의 사례
국별/지역

면적(ha)

구입 시기

구입 가격($)

11

1971.3

18,887

아르헨
야타마우카
티나

20,894

1978.8

산하비에르

2,714

루한

칠레/테노
파라과이/산 페드로

개발 목적

소유권

화훼

1989년 매각

2,115,000

시범농장 설립
농업이민 거점

KOICA

1981.3

1,912,235

시범농장 설립
농업이민 거점

이주 농민에
소유권 이전

185

1980.12

532,900

영농

KOICA

1,500

1968.4

11,621

영농

KOICA
1977년 매각

사유
·소규모 농장
·영농자금 부족
·다각도 활용 방안 검토, 현상
유지
·양호한 농업 인프라
·이민법 정보 부재
·현지인 임대
·영농 부적지
·영농 의지 및 자금 부족

자료: 위클리경향(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art_id=19217&fid=&sort=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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